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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미국 행정법상 규칙은 대부분 연방행정절차법상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요하는 비정형적 규칙제정 절차를 거쳐 제정

된다. 그런데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면

제되는 규칙으로 해석규칙과 정책선언규칙을 규정하고 있고,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요구되는 규칙은 입법적 규칙으로,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면제되는 해석규칙과 정책선언규칙은 비입법적

규칙으로 불리운다.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은 국민에게 대외적 구속력이 있

는지 아니면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지의 차이가 있

고, 요구되는 절차도 다르다. 그러나 그 기능 면에서 유사한 측면

이 있고 비입법적 규칙도 실무상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구별이 쉽지 않다.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 기준에 관한 견해로는 크

게 법적 효과 기준설,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 절차설이 있다. 법적

효과 기준설은 규칙이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

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견해이다. 규칙이 새로운 법을 창설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법을 해석하는지, 행정기관에 재량의 여지를 주는

지 여부 등을 보게 된다.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은 피규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견해이다. 실질적 영향

력 기준설에서는 일반 국민이 규칙제정절차가 참여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중시한다. 절차설은 규칙의 실질에 따라 입법적 규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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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비입법적 규칙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면 입법적 규칙으로, 거치지 않았으면 비입법적 규칙으로

보는 견해이다. 판례는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을 취하기도 하였으

나 대부분 법적 효과 기준설에 입각하여 그 구체적 기준을 발전시

켜 왔다.

규칙이 사법심사 과정에 들어와 사법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법

원은 쉐브론 기준과 스키드모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쉐브론 기

준은 법률에서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허용가능한 합리적인 해석이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강

한 존중 기준이고, 스키드모어 기준은 일정한 요건 하에 존중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쉐브론 기준보다는 약한 존중 기준이다. 법원

이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데, 미드 판결을 내세워 입법적

규칙의 경우 쉐브론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비입법적 규칙

의 경우 스키드모어 기준이 적용된다는 견해와, 입법적 규칙과 비

입법적 규칙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은 우리와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

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에 관한 논의를 우리 행정법상 법규명

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로 바로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유사한 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한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에

관한 논의와 비교해 보았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과 관련

하여 미국은 규칙의 제정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바 우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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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행정입법의 제정형식과 실질의 구별은 별개로 보아야 한

다. 그리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

령·시행규칙에 대한 한국 판례의 태도는 미국 판례의 주류적 태도

인 법적 효과 기준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미국 판례와

학설에서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에 관해 정립한 구

체적 기준이나 미국 판례의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은 향후 우리나라의 행정입법 구별 기준이나 사법심

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립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주요어: 입법적 규칙, 비입법적 규칙, 해석규칙, 정책선언규칙, 구별 기

준, 사법심사기준.

학 번: 2007-2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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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대국가에서는 행정기능의 확대와 법치행정의 요구에 따라 행정입법

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행정기능의 확대와 전문성으로 인하여

행정부에의 위임입법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입법은 국민의 삶의 전

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래 통설에 따르면 행정입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의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행정규칙

은 내부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실무상 행

정기관이 그에 따라 행동하면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

다. 특히 오늘날은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등으로 행정규칙의 기능과 역

할이 예전보다 더 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행

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통제의

정도는 법규명령과 다르게 여겨져 왔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관한 효과의 측면에

서나 이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지

만, 이른바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양자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에 대응하는 미국 행정법상 개념은 규칙(rule)이

다.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규칙제정 절차와 관련하여 ‘정형적 규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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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formal rulemaking) 절차와 ‘비정형적 규칙제정’(informal

rulemaking)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날 미국 행정법상 규칙은 대

부분 ‘고지 및 의견제출’(notice and commnet) 절차를 요하는 비정형적

규칙제정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그런데 규칙 중에는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면제되는 규칙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법규나 재결에 사용

된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설명하는 ‘해석규칙’(interpretative

rules 또는 interpretive rules)과 행정기관이 재량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

지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는 ‘정책선언규칙’(general statements of policy

또는 policy statements)이다. 이를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제정

된, 구속력 있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규칙인 ‘입법적 규칙’(legislative

rules)과 대비하여 ‘비입법적 규칙’(nonlegislative rules)이라고 하는데, 비

입법적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적인 규칙으로서 법규성을 가지지 않기에

제정 절차에 있어서도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비입법적 규칙도 국민들에게 구속력 있게 다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입법적 규칙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이 문제되어 왔다. 비입법적 규칙은 이를

만드는 데 시간과 비용, 자원이 덜 들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비입법적 규

칙을 통해 법규를 해석하거나 재량권 행사 지침을 제공하려는 유인을 가

진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규칙이 구속력을 발휘하므로 입법적 규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규칙은 행정기관이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게 된다. 반면 행정기관은 해당 규칙은 비입법적 규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처럼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은 실제 소송에서 해당 규칙이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효력 유무가 논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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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절차적 위반이 없는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경우에

도 소송 과정에서 이를 심사할 때 입법적 규칙인지 비입법적 규칙인지에

따라 법원은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은 그 절차와 효과, 심사기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을 구별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미국 행정법 영역에서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을

구별하는 문제보다 더 성가신 난제는 없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1)

판례 또한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을 구별하는 기준은 애매하고

(fuzzy)2), 미묘하고(tenuous)3), 흐릿하고(blurred)4), 당황스럽고(bafflin

g)5), 자욱한 안개에 싸여 있는(enshrouded in considerable smog)6) 것과

같다고 표현한다.7)

본 연구는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 기준

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 구별의 실익 중 하나로서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이러

한 개념과 학설, 판례의 논의가 한국 행정법에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고

찰해 보기로 한다.

1) Franklin, David L., “Legislative Rules, Nonlegislative rules, and the Perils

of the Short Cut”, 120 Yale L. J . 276(2010-2011), p.278.

2) Am. Hosp. Ass'n v. Bowen, 834 F.2d 1037, 1046(D.C.Cir. 1987).

3) Chisholm v. FCC, 538 F.2d 349, 393(D.C.Cir. 1976).

4) Community Nutrition Inst. v. Young, 818 F.2d 943, 946(D.C.Cir. 1987).

5) Ibid.

6) Noel v. Chapman, 508 F.2d 1023, 1030(2d Cir. 1975).

7) Pierce, Richard J. Jr., “Distinguishing Legislative Rules from Interpretative

Rules”, 52 ADMIN . L. REV. 547(2000), pp. 54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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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미국 행정법의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에 관

한 연구로서 특히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구별하는지를 살피고 그 구별 실익으로서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

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하여 살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제2장에서는 미국 행정법상 규칙제정에 관하여

개관한 후 제3장에서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 기준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흐름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사법심사 과정에서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심사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고, 제5장에

서는 이를 한국 행정입법과 비교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 제1절에서는 미국 행정법의 행정작용으로서의 규칙

제정의 지위를 간략히 설명하고, 제2절에서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을 중심

으로 규칙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규칙제정 절차

와 관련하여 그 근거를 살펴본 후 정형적 규칙제정 절차와 비정형적 규

칙제정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 기준에 관한 논의

를 살펴본다. 먼저 법률의 위임 여부 등으로 구별했던 종래 견해를 살펴

본 후 판례상 많이 나타난 법적 효과 기준설과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에

대해 살펴본다. 그 후 최근 학자들에 의해 대두된 절차설에 대해 알아본

다.

제4장에서는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심사기준에 대해 살펴보

기 위해 제2절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개관하고, 판례에

나타난 스키드모어 기준과 쉐브론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그 후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적용되는 사법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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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례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논의를 한국 행정입법과 비교하기로 한다.

먼저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관한 논의와 한국

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

고, 이를 통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 그 후 사법심사강도와 관련하여 행정입법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할 때의 심사 강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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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칙제정

개관

제 1 절 규칙제정과 재결

미국 연방 행정기관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

로서의 행정작용에는 규칙제정과 재결이 있다.8)9)

재결은 특정한 사실관계에 법적 기준을 적용시켜서 특정 당사자에 대

한 권리나 의무를 결정하는 것이다.10) 재결은 행정기관의 최종처분인 명

령(order)이라는 산출물을 형성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과정인데 이는 구

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을 적용하는 절차에 따

라 이루어진다.11) 규칙제정은 추상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적용하여 특정 개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차후의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재결은 개별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

로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12) 즉 규칙제정은 행정기관의 결정이 일

8) Magill, M. Elizabeth, “Agency Choice of Policymaking Form”, 71 U . Chi.

L. Rev.(2004), p.1386.

9)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의 정의 규정인 제551조는 행정행위에 규칙, 명령

(order), 허가(licensing), 제재(sanction), 지원(relief)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데, 여기서 명령은 규칙제정을 제외하고 허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명령을

형성하는 행정기관의 과정을 재결이라 한다(5 U.S.C.A. §551 참조). 미국 연

방행정절차법은 재결과 규칙제정을 중심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0) Burnham, William, Introduction to the Law and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3rd ed., West Group, 2005, p.199.

11) 이익현, “미국 행정법의 기초개념(2) 재결”,『월간 법제』, 2010, 37, 39면.

12) Dickinson, J., Administrative Justice and the Supremacy of Law in the



- 7 -

반적인 적용가능성을 가질 때 사용하는 행위형식이고 재결은 개별적인

적용가능성을 가질 때 사용하는 행위형식으로, 규칙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에 적용되기 위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재결은 개

별적 사안 자체를 개별적 상황에 근거하여 적용하므로 추가적인 적용단

계가 없다.13)

규칙제정은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로 인

해 영향을 받는 개인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바뀔지 사전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평가된다. 반면 규칙제정은 유연성이 떨

어진다. 변화를 위해서는 다시 규칙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14)

이에 비해 재결은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재결을 통해 정책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할 수 있다. 반면 재결은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비슷한 사례와 달리 취급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15)

행정기관은 규칙제정이나 재결과 같이 법률을 해석하고 수행하는 데

사용할 도구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구되는 절차16), 의사결

United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1927); 황의관, “미국

행정법상 법규명령에 관한 연구”,『공법학연구』제15권 제4호, 한국비교공

법학회, 2014, 202면에서 재인용.

13) 황의관, 앞의 논문(각주12), 202면.

14) Werhan, Keith, P 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Thomson/West, 2008,

pp.177-178.

15) Ibid., p.178.

16) 입법적 규칙의 경우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관보를 통해 이를 공포해야 하며 규칙의 기초와 목적에 대한 설명서

를 발행해야 한다. 비입법적 규칙의 경우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절차가 면제된다. 재결의 경우 정형적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비정형적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당해

재결 절차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문서로 청원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 신

속하게 고지할 것과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간략한 설명을 할 것 정도만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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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정에 개입된 사람들17), 결정의 효과18), 법원이 행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는 정도19) 등이 행정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0)

이처럼 각 수단별로 위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얼마

나 확실히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싶어하는지, 그러한 문제가 얼마나 자

주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그 쟁점이 본질적으로 다른 쟁점과 연

결되어 있는지, 다른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어떤 수단을 선택

할지가 달라지게 된다.21)

이러한 수단의 선택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규칙제정과 재결 사이

구된다. 이에 관하여는 Johnson, Stephen M., “In Defense of the Short

Cut”, 60 U . Kan. L. Rev. 495(2011-2012), p.500 참조.

17) 입법적 규칙제정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가 광범위하게 부여된다.

규칙안에 대한 고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떠한 이해관계자도 규칙에 대

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비입법적 규칙의 경우 행정기관이 접촉하는 사

람들이 아닌 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 정형적 재결의 경우 입

법적 규칙제정에 비해 참여가 제한적이고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게 된다. 비정형적 재결의 경

우 재결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정형적 재결에 비해 관

여하는 사람의 범위가 적다. 이에 대하여는 Johnson, Stephen M., supra

note 16, p.501 참조.

18) 입법적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비입법적 규칙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

는다. 재결은 당사자만 구속하지만 장래에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는 Johnson, Stephen M., supra note 16, p.502 참조.

19) 입법적 규칙의 경우 법원은 뒤에서 살펴보는 쉐브론 기준에 따라 이를 존

중하는 경우가 많다. 정형적 재결의 경우에도 쉐브론 기준은 적용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비입법적 규칙의 경우는 쉐브론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관

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다. 많은 법원에서는 비입

법적 규칙의 경우 쉐브론 기준보다는 약한 존중을 하는 판시를 하였다. 이

에 대하여는 Johnson, Stephen M., supra note 16, p.502 참조.

20) Johnson, Stephen M., supra note 16, p.500.

21) Elliot, E. Donald, “Re-inventing Rulemaking”, 41 Duke L. J . 1490
(1991-1992), p.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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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택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이라고 판시하였다.22)

제 2 절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칙

I. 의의

1.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 나타난 규칙의 정의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551조는 ‘규칙은 법이나 정책을 시행, 해석 또

는 기술하거나 행정기관의 조직, 절차 또는 실무 요건에 대해 규명하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부분

에 적용되고 그 효과는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은 요금, 임

금, 기업이나 재무 구조 또는 재조직, 가격, 시설, 설비, 서비스, 수당, 가

치평가, 비용, 회계 또는 이들에 관한 관행을 장래를 향하여 승인하거나

기술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3)

22) SEC v. Chenery Corp. 332 U.S. 194(1947).

23) 5 U.S.C.A. § 551

§ 551. Definitions

(4) “rule” means the whole or a part of an agency statement of general

or particular applicability and future effect designed to implement,

interpret, or prescribe law or policy or describing the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requirements of an agency and includes the

approval or prescription for the future of rates, wages, corporate or

financial structures or reorganizations thereof, prices, facilities,

appliances, services or allowances therefor or of valuations, costs,

or accounting, or practices bearing on any of the fore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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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551조는 특정 부분에 적용되는 행정기관의 의

사표시도 규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실상 거의 대부분의 규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이다.24) 또한 규칙은 아직 일

어나지 않은 행동을 규율한다. 법률이 규칙에 명시적으로 행정기관이 소

급적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규칙은 소급적일 수 없다.25)

그리고 대부분의 규칙은 법이나 정책을 보충하거나 해석하거나 기술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26) 즉, 대부분의 경우 규칙은 법이나 정책을 보

충하거나 해석하거나 기술하도록 고안된 장래효를 가진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이다.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551조 규정의 ‘규칙’의 정의에 부합하는 문서

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입법적 규칙, 의견서(opinion letter), 정책선

언규칙, 정책(policies), 프로그램 정책서(program policy letters), 동료의

견서(Dear Colleague letters), 규제 지침서(regulatory guidance letters),

규칙 해석(rule interpretations), 지도(guidances), 지침서(guidelines), 직

원 교본(staff instructions), 업무편람(manuals), 질의응답서(guestions

and answers), 공고(bulletins), 자문 회람(advisory circulars), 본보기

(models), 시행 정책(enforcement policies), 한계 수준(action levels), 보

도자료(press releases), 국회에서의 증언(testimony before Congress) 등

이 그 예이다.27)

24) Funk, William F. & Seamon, Richard H., Administrative Law, Third

Edition,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09, p.143.

25) Bowen v.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488 U.S. 204(1988).

26) Funk, William F.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24, p.144.

27) Anthony, Robert A., “Interpretive Rules, Policy Statements, Guidances,

Manuals, and the Like-Should Federal Agencies Use Them to Bind the

Public?”, 41 Duke L. J . 1311(1991-1992), p.1320.



- 11 -

2. 법무부장관의 업무편람에 나타난 규칙의 정의

법무부장관의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 대한 업무편람[Attorney

General's Manual on the APA(1947), 이하 ‘1947년 업무편람’이라 한다]

은 행정 관료들에게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설명하

기 위해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일 년 후에 발간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을 해석하는데 1947년 업

무편람을 참고해 왔다.28)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는 아래에서 보는 입법

적 규칙이나 비입법적 규칙, 해석규칙, 정책선언규칙 등의 정의가 규정되

어 있지 않지만, 1947년 업무편람에는 위 규칙들의 정의가 수록되어 있

다. 1947년 업무편람은 입법적 규칙29)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

정되고 법적 구속력과 효과를 가지면서 법률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규

칙30)’으로, 해석규칙을 ‘행정기관이 제정·공표하는 규칙 또는 성명으로서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법률과 규칙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규칙31)’으로, 정책선언규칙을 ‘행정기관이 공표하는

성명으로서 행정기관이 재량을 행사하게 될 방향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

할을 하는 규칙32)’으로 정의하고 있다.33)

28)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 286.

29) 입법적 규칙(legislative rule)의 용어 대신 실질적 규칙(substantive rule)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30) rules, other than organizational or procedural... issued by an agency

pe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and which implement the statute ... Such

rules have the force and effect of law.

31) rules or statements issued by an agency to advise the public of the

agency's construction of the statutes and rules which it administers.

32) statements issued by an agency to advise the public prospectively of the

manner in which the agency proposed to exercise a discretionary power.

33) Clark, Tom C., U.S. Dep’t of Justice, Attorney General’s Manual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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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종류

1. 입법적 규칙

입법적 규칙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이다.

입법적 규칙은 불완전한 입법을 보완하는 새로운 법으로서, 권리나 의무

를 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한다.34) 행정기관이 제정하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외부, 즉 대중에 대하여 효력

이 있다.

2. 비입법적 규칙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해석규칙과 정책선언규칙, 행정기관의 조직,

절차, 관행에 관한 규칙 등의 경우 규칙을 제정할 때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데, 이 중 해석규칙과 정책선언규칙은 일반적으로

비입법적 규칙으로 불리운다. 비입법적 규칙은 입법적 규칙과 달리 행정

기관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고, 대중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 비

입법적 규칙은 일반 국민이나 행정기관 직원, 의사결정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뿐이다.35) 많은 행정기관들에서 규칙의 90% 이상이 정책선언규

칙과 해석규칙이다.36)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30 n.3 (1947); Reese John H., & Seamon,

Richard H., Administrative Law P rinciples and P ractice, Second Edition,

Thomson/West, 2003, p.192에서 재인용.

34) Asimow, Michael, “Nonlegislative Rulemaking and Regulatory Reform”,

1985 Duke L. J . 381(1985), p.383.

3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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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입법적 규칙은 어떤 의도로 법률의 권한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지 및 의견제

출 절차와 같은, 입법적 규칙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모호한

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기관 직원

들에게도 행정기관의 정책 변화를 신속히 알려 관료적 통일성과 규칙성

을 부여한다.37) 행정기관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규칙을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38)

이러한 비입법적 규칙은 입법적 규칙의 제정 절차, 특히 고지 및 의

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제정비용을

줄여 효율적이고 자원 배분에서 이익이 있지만, 일반 국민의 참여나 반

대 의견의 수용 없이 주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위험도 있다.39)

행정기관은 의회에서 의미 있는 대중 참여, 비판, 반대 등을 할 수 있

게 만든 정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도 주요한 정책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종종 이러한 정책 결정은 피규제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명하

게 되고 대중에게 상당한 실질적 영향을 주게 된다. 행정기관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일반 국민의 참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적 의도

와 민주주의 이론에 맞지 않는다.40)

36) Johnson, Stephen M., “Good Guidance, Good Grief!”, 72 MO. L. REV.

(2007), p.695 n.1.

37)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p.303-304; Strauss, Peter L., “The

Rulemaking Continuum”, 41 DUKE L. J .(1992), p.1481.

38) Manning, John F., “Nonlegislative Rules”, 72 GEO. WASH . L. REV.

(2004), p.914; Pierce, Richard J. Jr., “Seven Ways To Deossify Agency

Rulemaking”, 47 ADM IN . L. REV. 59(1995), p.83.

39)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p. 304-306.

40) Ibid.,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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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규칙

해석규칙은 법규나 기존의 입법적 규칙 또는 재결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설명하는 규칙이다.41)

해석규칙은 행정기관 구성원들에게 법규나 입법적 규칙, 재결의 공백

을 메우고, 의미의 모호함을 해결해 주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일관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일반 국민에게도 지침의 역할을 한다.42)

(2) 정책선언규칙

정책선언규칙은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어떻게 행

사할 계획인지, 입법적 규칙의 제정이나 재결 등에서 어떤 요소가 고려

되고 어떤 목표가 추구되는지를 설명하는 규칙이다. 의사결정시 고려해

야 할 요소, 우선순위, 수인범위, 관련 있는 자료의 범위 등을 설명한

다.43)

행정기관은 정책선언규칙을 통해 지속적이고 공정한 재량 행사를 할

수 있고, 우선순위 왜곡을 최소화시키며, 대중에게 재량권 행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자들에게 유연한 적용가능성을 제공한다.44)

이러한 정책선언규칙은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된다. 행정기관이

대중이나 피규제 집단에게 언제 조사나 집행에 착수할 것인지를 알리는

경우와 행정기관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의도인지를 알리는

41)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383.

42) Ibid., p.385.

43) Ibid., p.383, p.386.

44) Ibid., pp.38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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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45) 행정기관은 정책선언규칙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구

성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거나 대중에게 그 의도를 공표한다.46)

3. 절차적 규칙

행정기관의 조직, 절차, 실무에 관한 규칙은 절차적 규칙이라고 불린

다. 절차적 규칙은 해석규칙이나 정책선언규칙과 달리 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피규제자들의 주요 행위를 규율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및 의견제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47)

절차적 규칙은 실체적 규칙과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구별을 위해 실

질적 영향력 기준이 많이 사용된다. 이 때 적용되는 실질적 영향력 기준

은 해석 규칙에 적용되는 실질적 영향력 기준과는 약간 다르다. 절차적

규칙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차적 규칙에서 실질적 영향력 기준은 그 절차 밖에서 피규제자의 행동

에 대해 절차적 규칙이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된

다.48)

제 3 절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칙제정

45) Funk, William F.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24, p.168.

46) Funk, William F. “A Primer on Nonlegislative Rules”, 53 Admin. L. Rev.

1321 (2001), p.1332.

47) Funk, William F.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24, p.174.

48) Ibid.,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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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규칙제정을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

는 행정기관의 절차’로 정의하고 있다.49)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의 규칙제정은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절차

도 포함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규칙을 제정할 때뿐만 아니라 규칙의

문언을 수정하거나 그 규칙을 폐지할 때에도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의 규

칙 제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50)

II. 근거

미국 연방헌법은 ‘모든 입법권은 미국 연방의회에 주어져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51), 행정기관에의 위임입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권력분립, 적법절차, 재위임금지원리, 대표원리 등을 근거로

이른바 위임금지의 원칙이 헌법상 원리로 인정되었다.52)

초기에는 입법권비위임의 원칙이 권력분립의 원리의 이론적 결과라고

보아 ‘모든’이라는 수식어에 의해 어떠한 위임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고, 연방대법원이 입법권은 위임될 수 없다는 판시

를 하기도 하였다.53)

49) 5 U.S.C.A. § 551

§ 551. Definitions

(5) “rule making” means agency process for formulating, amending, or

repealing a rule;.

50) Reese, John H. and Seamon, Richard H. supra note 33, p.186.

51) U.S. Const. art. I.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n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52) 이원우,『경제규제법론』홍문사, 2010, 435-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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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정부의 규칙 제정은 신법을 만드는 과

정이 아니라 입법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법률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

는 것에 불과하기에 행정부의 고유기능인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

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54) 또한 미국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정(necessary and proper)' 입법 조항55)은 연방의회의 입법

권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입법도 의회의 적법한 법률제정권이라고 해

석하는 근거가 되었고, 연방의회의 필요·적정 입법 조항에 의해 위임입

법이나 제정된 법률에 대한 행정권의 집행권 행사에 의해 행정부가 행정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56)

특히 뉴딜입법에 대한 헌법상 논쟁과 독립규제위원회의 활성화를 통

해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위임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위임입법에 관

한 헌법상의 논쟁은 법률차원으로 전환되어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

으며, 실질적 위헌심사기준이 발전하면서 위임입법에 관한 통제의 문제

는 형식적·조직법적 관점보다 재량남용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실

질적 관점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57)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재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53) 송종원, “미국법상 규칙의 제정권한과 구별기준”,『세계헌법연구』제18권 2

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2, 249면; Wayman v. Southard, 23 U.S. 1

(1825); 정하늘,『미국법해석』, 박영사, 2011, 57면.

54) 정하늘, 앞의 책(각주 53), 57면.

55) U.S. Const. art I. §8.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Department or

Officer thereof.

56) 정하명, “미국 행정법상 행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사법심사의 범위”,『공법

학연구』8(2),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422면.

57) 이원우, 앞의 책(각주 52),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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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정절차도 같이 규정함으로써 규칙의 제정에 있어 청문, 고지 및

의견제출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58)

III. 절차

1. 정형적 규칙제정 절차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규칙제정절차를 정형적 규칙제정(formal

rulemaking)절차와 비정형적 규칙제정(informal rulemaking)절차로 나눈

다. 여기서 정형·비정형의 의미는 행정기관이 규칙제정에 있어 소송심리

형 청문(trial-type hearing)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고지 및 의견제출

(notice and comment)을 사용하는가에 따른 구분이다.59)

정형적 규칙제정절차는 개별 법률에서 청문 후 기록에 의한 규칙제정

을 요구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절차이다.60) 오늘날 대부분의 규칙제정절

차는 비정형적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드물게 가격이나 이율을 얼마로 정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급책정의 경우 등에 정형적 규칙제정절차를 요

구하기도 한다.

정형적 규칙제정절차의 내용은 정형적 재결절차의 내용과 같다. 정형

적 재결절차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구성원이나 행정법판사가 주재하는

구두청문이 열려야 하고, 반대신문이 허용되어야 하며, 결정권자와의 일

58) 송종원, 앞의 논문(각주 53), 254-255면.

59) 송종원, 앞의 논문(각주 53), 256면 각주33.

60) 이하 정형적 규칙제정절차의 내용은 이익현, 앞의 논문(각주 11), 44-49면;

이익현, “미국 행정법의 기초개념(3) 규칙제정”,『월간 법제』, 2010, 42-43

면; 금태환, “미국 행정입법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66면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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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접촉이 없어야 하고, 제시된 결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

2. 비정형적 규칙제정 절차

(1) 원칙: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당시에는 정형적 규칙제정절차가 이용되었

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규칙제정은 고지 및 의견제출에 의한 비정형적

규칙제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비정형적 규칙제정절차는 규칙안을 고지하

고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최종규칙안을 확정한 후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포함으로써 규칙을

제정하는 절차이다.61)

규칙안의 고지는 해당 규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송달하거

나 관보에 게재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62). 관보를 통해 고지하는 것

이 실무 관행이고 최근에는 관보와 병행하여 인터넷을 통해 고지하고 있

다. 고지 내용은 규칙제정절차의 시간, 장소 및 절차의 성격,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관계기관, 법안의 조문과 내용, 법안의 주제와 쟁점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63)

규칙안을 고지한 후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류 등 각종 자료, 견해 및 논거 등을 제출하여 규칙제정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64) 고지기간은 합리적 기간 동안 고지해야 한다. 실

61) 이하 비정형적 규칙제정절차의 내용은 이익현, “미국 행정법의 기초개념(3)

규칙제정”,『월간 법제』, 2010, 42-47면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62) 5 U.S.C. §553(b).

63) 5 U.S.C. §553(b)(1)~(3).

64) 5 U.S.C. §55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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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으로 통상 30일 이상 고지하고 있으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60일 이

상이나 90일 이상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최종규칙안의 전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을 밝혀 규칙 공포시 관보에 함께 게

재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제출된 중요한 의견에 대하여 왜 그와 같은 제

안이 거절되었는지, 의견제출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고지 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안이 당초 고지된 규칙

안의 논리적 결과인 경우에는 고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당초 고지한 안에 어떤 쟁점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쟁점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최종안이 고지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절차

위반이 된다.

규칙안은 공포함으로써 확정되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공포는 관

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이는 효력발생일 전 30일까지 하여야 한다.65)

(2) 면제 규정

그런데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위와 같은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군사 또는 외교적 문제에 관한 규

칙, 행정기관의 관리 또는 인사, 공공재산, 공채, 보조금, 복지 또는 계약

에 관한 규칙의 경우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면제된다. 한편, 해석규

칙, 정책선언규칙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 절차, 실무에 관한 규칙의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고지 및 공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행불가능하거나 불

65) 5 U.S.C. §5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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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법규에 의해 고지나 청문이 요구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고지가 관

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고, 관보에 효력발생

일 30일 전에 게재할 의무가 면제된다.66)

66)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553조 규칙 제정

(a)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가 적용된다.

(1) 미국의 군사나 외교적 문제

(2) 행정기관의 관리 또는 인사, 공공재산, 공채, 보조금, 복지 또는 계약

에 관한 사항

(b) 규칙안에 대한 고지는 관보에 실려야 한다. 다만, 그에 따라야 하는 자

가 지정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거나 법률에 따라 실제로 통지

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이다. 고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칙 제정 절차의 시기, 장소 및 성질

(2) 규칙안에 관한 법적 근거

(3) 규칙안의 용어나 내용 또는 관련 주제와 쟁점에 관한 서술

법률에 의해 고지나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이 항

은 적용되지 않는다.

(A) 해석규칙, 정책선언규칙,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 절차, 실무에 관한

규칙

(B) 고지나 공개 절차가 실행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에 반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c) 이 조에 의한 고지 후에,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인에게 기록화된 자료,

견해, 주장의 제출을 통해 규칙 제정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련 문제를 검토한 후, 행정기관은 채택된 규칙의 근거와 목적

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법률이 청문 후 기록 절차

를 요구하는 경우, 이 항 대신 제556조와 제557조가 적용된다.

(d) 실체적 규칙에 관한 공표는 효력이 발생하기 적어도 30일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1) 면제나 제한의 완화를 규정하는 실체적 규칙

(2) 해석규칙, 정책선언규칙

(3)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다르게 정하거나 규칙으로 다르게 공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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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 또는 외교적 문제에 관한 규칙67)

군사나 외교적 문제에 관한 규칙을 면제하는 것은 이 분야에 관한 의

사결정이 공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사 활동에 대한 방해나 외교

관계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비공개 군사작전에 관한 규칙이

나 국제 협약의 이행에 관한 규칙 등이 그 예이다. 군사 문제에는 행정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군사 기능이 포함된다. 외교 문제는 규칙제정절차

를 따르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국제적 결과가 초래될 문제들만을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서 면제시킨다. 미국 국무부의 대부분의 기능과 다른

행정기관의 외교 문제 기능에 적용된다. 법원은 이러한 면제 조항은 넓

게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만 적

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2) 행정기관의 관리 또는 인사, 공공재산, 공채, 보조금, 복지 또는 계

약에 관한 규칙68)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553조 (a)(2)항은 행정기관의 관리 및 인사

문제를 규칙제정 요건에서 면제시킨다. 내부 의사결정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리와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

서 면제를 하는 것이다.

(e) 각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인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67) Funk, William F.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24, p.152; Reese,

John H.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33, p.189.

68) Funk, William F.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24, pp.154-155;

Reese, John H.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33,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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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553조 (a)(2)항은 공공재산(public property)

공채(loans), 보조금(grants), 복지(benefits), 계약(contracts)에 관련된 사

항도 면제한다. 공공재산은 공유지뿐 아니라 공유지의 광물, 수목, 목초

지에 대한 권리 등을 다스리는 규칙도 포함한다. 공채는 농림부나 재향

군인관리국과 같은 곳에서 만든 공채, 보조금은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지

방정부에 승인하는 공항, 고속도로 등을 포함한다. 복지는 재향군인관리

국, 농림부, 사회보장국에 의한 복지를 포함한다. 공공계약은 사적 재화

나 서비스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연방계약을 포함한다.

이러한 영역은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되던 시기에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책으로 생긴 것

인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공공 정책을 일반 국민의 참여 없

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 행정 협의회(The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는 의회에서 이 면제

규정을 폐지할 것과 입법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이 면제를 자

발적으로 포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많은 행정기관들이 이 면제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규칙제정 시에 제553조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의

회는 위 규정을 폐지하지는 않고 개별 법률에서 제553조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해석규칙, 정책선언규칙, 절차적 규칙

해석규칙, 정책선언규칙, 절차적 규칙에 고지 및 의견제출 요건을 제

외하는 것은 이러한 규칙은 일반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

서이다. 이러한 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이나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행정기관의 정책이 무엇인지, 행정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조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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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정형화된 보도자료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데 절차적인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69)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552조 (a)(1)(D)항은 행정기관에 정책선언규

칙이나 일반적 적용가능성 있는 행정기관의 해석을 관보에 싣도록 요구

한다. 따라서 해석규칙과 정책선언규칙이 제553조의 고지 및 의견제출

요건에서는 제외되더라도 관보에는 실려야 한다.70)

이처럼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서 해석규칙과 정책선언규칙에 대해 예

외를 규정하고 있음71)에도,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서는 해석규칙이나 정

책선언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72)

4)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외

이 경우는 고지 및 의견제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하거나

필요없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고지 및 의견제출 요건을 요구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 행정기관은 그 이유에 대하여 간단한 기재를

69) Funk, William F.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24, p.156.

70) Reese, John H.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33, p.229.

71) 주법의 경우, 많은 주법에서 해석규칙, 정책선언규칙, 절차적 규칙은 규칙

공포의 일반적인 절차에서 면제된다. 주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칙 제정 절차

에 대한 면제를 규정하기도 하고, 아예 규칙의 정의 내에 포함시키지 않음

으로써 규칙 제정 절차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는 Reese, John

H.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33, p.194 참조.

72) 입법적 규칙과 해석규칙의 구별은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전부터 있어

왔다. Skidmore v. Swift & Co, 323 US 134, 139(1944)에서 법원은 의회는

행정기관에게 입법적 규칙을 만들 권한이 아니라 오직 비구속적인 해석을

제공할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Gersen, Jacob E.,

“Legislative Rules Revisited”, 74 U . Chi. Rev. 1705(2007) p.17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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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73)

정당한 사유 면제 조항의 주된 목적은 행정기관이 규칙제정절차를 따

름으로 인해 규칙제정이 지연되면 실질적 해를 끼치는 경우 이를 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74).

어떤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특정 규칙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그 규칙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규칙은 순전히 행정적이어서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불필요한 경

우가 있다.75) 또한 행정기관이 제정한 규칙에 오타나 편집상 오류가 있

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규칙에 의해야 하지만 고지 및 의견제출 절

차가 필요하지 않다.76)

73) Funk, William F.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24, p.177.

74) Reese, John H.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33, p.205.

75) Funk, William F.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24, p.179.

7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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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 기준

제 1 절 서 설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해석규칙, 정책선언규칙과 같은 비입법적 규

칙은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적으로 비입법적 규칙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고 법적 구속

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연방행정절차

법에서는 해석규칙, 정책선언규칙과 같은 비입법적 규칙에 대해 정의하

고 있지는 않다.

이에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 기준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판례와 학설이 존재한다. 초기에는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을 법률의 위임 여부나 행정기관이 해당 규칙을 무엇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점차 법률의 위임 여부나 행

정기관의 견해 독자적으로는 규칙의 성격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보게 되

었다.

판례는 크게 법적 효과 기준설을 취한 판례와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

을 취한 판례로 나뉘는데,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은 1970년대에 이를 취

하는 판례들이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잘 등장하지 않고, 요즈음

판례의 태도는 법적 효과 기준설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학자들은 법적 효과 기준설을 취하는 판례의 태도를 비판

하면서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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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먼저 종래의 견해로 법률의 위임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견해, 행정기관의 의도에 따라 구분하는 견해를 살펴본 후 법적 효과 기

준설과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 후 최근 학자들이

주장하는 절차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2 절 종래의 견해

I. 법률의 위임 여부

초기에는 법률에서 행정기관에 규칙제정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입법적

규칙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비입법적 규칙으로 보았다.77) 즉 입법적 규

칙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칙제정권한을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만 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규칙제정권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비입법적 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78)

그런데 오늘날은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규칙제정권한에 의해 입법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79) 대부분의 행정기관

들이 적어도 그들의 책임 영역 정도에서는 입법적 규칙 제정 권한을 가

지기 때문에, 오늘날 이는 그다지 유용한 기준은 아니다.80) 또한 때로는

77) Saunders, Kevin W., “Interpretative Rules with Legislative Effect: An

Analysis and a Proposal for Public Participation”, 1986 Duke L. J . 346

(1986), p.350.

78) Asimow, Michael,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doption of Interpretive

Rules and Policy Statements”, 75 Mich. L. Rev. 520(1976-1977), p. 561.

79) Ibid.

80) Reese, John H.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33,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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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입법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비입법적 규칙만을 제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직업안전 및

보건 관리위원회(OSHA)는 수권법률이 작업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입법

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관한 해석을 밝히는 비입법적 규칙만을 제정하고 있다.81)

II. 행정기관의 의도(Agency’s Label Test)

행정기관이 입법적 규칙으로 제정할지 비입법적 규칙으로 제정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경우, 행정기관이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제정 당

시82) 행정기관의 설명이 당해 규칙의 성격을 나타낸다는 견해이다. 즉,

이 견해는 규칙 제정 당시 행정기관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

아,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 당시 입법적 규칙이라고 하는 경우 이는 입법

적 규칙이고, 비입법적 규칙이라고 하는 경우 비입법적 규칙이라는 견해

이다.83)

이 기준의 장점은 확실성과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법원이 이를 존중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

나 이 기준은 행정기관이 모호하게 설명하거나 모순되는 설명을 할 가능

성, 행정기관이 분류에 실패할 가능성, 일부러 쟁점을 숨길 가능성, 비입

법적 규칙을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들로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81) 송종원, 앞의 논문(각주 53), 256면.

82) 나중에 입법적 규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Levesque v.

Block, 723 F.2d 175, 179-181(1st Cir. 1983)에서 법원은 나중에 입법적 규

칙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389.

83)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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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84)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오늘날은 이를 독립적인 구별기준에 관한 견해로

보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적 효과 기준설 등에서의 판단기

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Pacific Gas & Electric Co. v. FPC85) 사안에서 법원은 연방전력위

원회가 해당 규칙을 일관적으로 정책선언규칙이라고 표명해 왔다는 점을

정책선언규칙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논거로 삼았다.86) Warshauer v.

Solis87)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규칙에 대한 행정기관의

표명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SBC, Inc. v. FCC88) 사안

에서는 ‘규칙이 해석규칙이라는 행정기관의 결정과 그렇기 때문에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판시

하였다.89)

그러나 많은 사례들에서 법원은 행정기관이 표명한 바와는 다르게 그

규칙의 성격을 판단하였다. First Bancorp. v.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 Reserve Sys.90)에서는 비정형적 재결에서의 정책선언을 입법적

규칙으로 보았고, American Bus Ass'n v. United States91)에서는 정책

선언을 입법적 규칙으로 보았으며, Chamber of Commerce v. OHSA92),

Joseph v. United States Civil Serv. Comm'n.93)에서는 해석규칙을 입법

84) Ibid., p. 390.

85) 506 F. 2d 33(D.C.Cir. 1974), 사안의 내용은 아래 제3절 IV.2.(1) 참조.

86)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389 n.39.

87) 577 F.3d 1330, 1337(11th Cir. 2009).

88) 414 F.3d 486, 495(3d Cir. 2005).

89)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287 n.52.

90) 728 F.2d 434, 438(10th Cir. 1984).

91) 627 F.2d 525, 531(D.C.Cir. 1980).

92) 636 F.2d 464, 468-469(D.C.Cir. 1980).

93) 554 F.2d 1140, 1153(D.C.Cir.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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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칙으로 보았다.94) 또한 연방대법원은 Long Island Care at Home,

Ltd. v. Coke95)에서 행정기관의 의도 기준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96) 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제정된

규칙이 "해석(interpretations)"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문서의 일부에 포함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았다.

제 3 절 법적 효과 기준설(Legal Effect Test)

I. 의의

법적 효과 기준설은 판례의 가장 주류적인 입장에 있는 구별기준이

다. 이 기준은 국민들의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 변경시키는지 여부로

입법적 규칙인지 비입법적 규칙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행정

기관의 의도를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행정기관의 의도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II. 내용

1. 해석규칙의 경우 구체적 기준

해석규칙의 경우 법적 효과 기준설에서는 그 규칙이 새로운 법을 만

94)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390 n.43.

95) 551 U.S. 158, 171-173(2007).

96)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287 n.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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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인지

를 주로 살펴보게 된다. 규칙이 행동의 기준을 부여하거나, 새로운 규제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불완전한 법규를 완성하여 법규 공백을 메우는 것

이라면, 이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입법적 규칙이다. 더 모호

하고 열린 규정일수록 이를 완성하는 규칙은 입법적 규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쟁점이 되는 법규 규정이 상세해서 행정기관에 이행의 여지

를 상대적으로 적게 준다면 법규를 설명하는 규칙은 해석규칙으로 여겨

질 가능성이 높다. 법규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환기는 해석규칙일 가능

성이 높다.97)

법원이 입법적 규칙인지 해석규칙인지 구별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

기준을 적용할 때 William F. Funk와 Richard H. Seamon은 다음과 같

은 요소들이 고려된다고 한다.98)

① 그 규칙 없이 혜택이 주어지거나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법률이 직접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고 행정기관의 역할은 법률

이 명하는 것을 수행하는 데 한정되어서, 규칙이 있건 없건 행정기관이

법률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법률이 행정기관에게 구체

적인 의무나 구체적인 수혜 자격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행정기관은 입법적 규칙 제정을 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이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을 채택할 때까지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규칙이 법적 기준을 해석하는지 정책을 만드는지 여부

97)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p.394-395.

98) Funk, William F.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24, pp.159-167;

Funk, Willam F., supra note 46, pp.132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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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규칙은 법률이나 입법적 규칙을 해석하지, 새로운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해석규칙이라고 주장하는 규칙의 의미를 도출할 때,

입법사, 법률 구조, 문법적 추론 등 전통적으로 법적 문서를 해석하는 도

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칙은 해석규칙이다. 반면, 행정기관이 그 규칙

을 설명할 때 법률이나 규제의 일반적 목적에 어떻게 기여할지로 설명하

면, 그 취지는 정책 쟁점에 대한 것이다.

다른 지표는 해석되는 기준과 비교했을 때 그 규칙의 구체성이다. 즉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규보다 해당 규칙이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는 경

우 해석규칙이라기보다는 입법적 규칙이라고 본다.

③ 행정기관의 결재권자(문서에 사인을 하는 사람)가 행정기관을 구

속하거나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결재권자가 행정기관을 구속하거나 법을 만들 권한을 가지는지를 고

려하는 경우도 있다.99) 결재권자가 법을 만들거나 행정기관을 구속할 권

한을 부여받은 경우 그 문서는 입법적 규칙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그 문서는 비입법적 규칙으로 여겨진다.

④ 행정기관이 해석규칙을 제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지 여부

규칙을 제정할 당시 행정기관이 의도한 그 규칙의 법적 성격은 판단

여부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존중되는 요소이다.

그 외에 고려되는 요소로 예외 규정의 유무100), 입법 계획의 완성 여

99) Amoco Production Co. v. Watson, 419 F.3d 722(D.C.Cir.2005)에서 내무부

의 광산업 및 광물 자원 부서의 부책임자는 해당 산업이나 부서를 구속할

수 없다고 보았다.

100) 일부 피규제자가 그 규칙에서 면제된다면, 면제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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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01), 위임된 권한의 폭102), 위반 규정인지 여부103), 의무적 언어의 사용

여부104) 등이 있다.105)

법원은 그 규칙이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의무나 권리를

해석하거나 확인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구속력 있는 의무나 권리를 창설

하는지106),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대한 특정한 법률이나 규정의 권한을

언급하는지107) 등을 기준으로 내세운다.108)

2. 정책선언규칙의 경우 구체적 기준

정책선언규칙과 관련해서는, 규칙이 구속력 있는 법적 규범을 창설하

는지 여부를 본다. 해석규칙에서의 법적 구속력 기준에서 사용되는 많은

요소들이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이에 부가하여 정책선언규칙에서는 그

규칙이 장래에 확정적인지를 본다(definitiveness test). 정책선언규칙은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용되지만,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09) 즉 행정기관의 선언이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것인지 잠정적이

속적이므로, 이는 단순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101) 규칙이 입법 계획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면, 이는 입법적이다.

102) 입법 언어가 모호해서 행정기관의 입법 권한이 폭넓다면, 이를 규칙을 통

해 보완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그 언어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한

것이다.

103) 규칙이 법률의 위반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입법적이다.

104) 규칙이 준수할 것을 명한다면, 이는 입법적이다.

105) Reese, John H.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33, pp.196-197.

106) Orengo Caraballo v. Reich, 11 F.3d 186, 195(D.C.Cir. 1993); Gen. Motors

Corp. v. Ruckleshaus, 742 F.2d 1561, 1565(D.C.Cir.1984).

107) United Tech. Corp. v. EPA. 821 F.2d 714, 719-720(D.C.Cir. 1987).

108) Manning, John F., supra note 38, p.920.

109) Funk, William F., supra note 46, p.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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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재고가 가능한지를 본다.110)

확정성 기준에 의하면 해당 규칙에 의해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잠정적

으로 제한되면 정책선언규칙이고, 확정적으로 제한되면 입법적 규칙이다.

행정기관의 재량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지 확정적으로 제한하는지가 중

요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행정기관의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규칙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의무적인지 여부가 중요하다.111)

확정성 기준에 의하면 의사결정자에게 판단의 여지를 남겨주는 규칙

은 정책선언규칙으로 여겨진다. 반면, 재량의 여지를 없애고 재량이 어떻

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면 이는 입법적 규칙으로 여겨진

다.112) 또한 해당 규칙이 ‘할 수 있다(may)', '고려해야 한다(should

consider)'와 같은 제안의 단어를 사용하면 이는 정책선언규칙일 가능성

이 높다.113) 한편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자들이 이후의 절차에서 반대 의

견에 열려 있다면 정책선언규칙이지만, 규칙에 의해 자신이 구속되는 것

처럼 보이면 입법적 규칙이다.114)

법원은 행정기관이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정할 것을 의도했는지115)

행정기관이 의무적인 언어를 사용했는지116), 행정기관이 실제로 그 정책

을 의무적인 방식으로 적용해 왔는지117), 행정기관이 그 정책을 재량행

110) Funk, William F.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24, pp.171-172.

111)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391.

112) Ibid., p.392.

113) Ibid., p.393.

114) Ibid.

115) U.S. Tel .Ass'n v. FCC, 28 F.3d 1232, 1234(D.C.Cir. 1994).

116) Appalachian Power Co. v. EPA, 208 F.3d 1015, 1023(D.C.Cir. 2000)에서

법원은 쟁점이 된 지침이 마지막 문단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

령하거나 요구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117) U.S. Tel. Ass'n v. FCC, 28 F.3d 1232, 1235(D.C.Cir. 1994). 행정기관의

일관된 관행은 그 규칙이 구속적일 의도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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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규정하는지118), 행정기관이 그 정책을 관보나 연방규제집(Code of

Federal Rugulation)에 실었는지119)를 기준으로 내세운다.120)

III. 장단점과 비판

법적 효과 기준설의 장점은 예견가능성이 높고,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규정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다. 반면, 법적 효과 기준설은 아래에서 살펴

보는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에 비해 대중이 규칙제정절차에 참여할 필요

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121)

또한 법적 효과 기준설은 언제나 예견가능한 것은 아니고, 행정기관

의 의도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

책선언규칙에서의 기준인 확정성이라는 기준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비

판을 받기도 한다.122)

법적 효과 기준은 입법적 규칙만이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결

론을 고쳐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123) 어떤 규칙이 법적 구

속력이 있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법적 효과 기준설에 의해

해석규칙이나 정책선언규칙을 입법적 규칙과 구별할 때 법원은 그 규칙

이 국민이나 행정기관에 구속력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데, 법원이 이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법원에 재량의 여지를 많이 남기게 된

118) Funk, William F., “When Is a Rule a Regulation? Marking a Clear Line

Between Nonlegislative Rules and Legislative Rules”, 54 Admin. L. Rev.

659(2002), p.662.

119) Ibid., pp.662-663.

120) Manning, John F. supra note 38, p.918.

121) Asimow, Michael supra note 78, p.524.

122)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391.

123) Funk, William F., supra note 118, p.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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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4) 구속력의 정도는 당해 규칙의 시행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125) 또한 문제되는 규칙은 종

종 구속력이 면제되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은 그럼에도 가끔 이

러한 규칙을 그 규칙의 다른 언어나 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행위나 소송에

서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입법적 규칙이라고 판시하기도 한다.126)

IV. 사례

법적 효과 기준설은 판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입법적 규칙과 해석규칙의 구별에 대한 사례

(1) Gibson Wine Co. v. Snyder127)

연방알코올관리법에는 한 종류의 과일로부터만 전적으로 추출된 과일

와인은 그 이름에 과일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1941. 3. 25.

국세청차관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관리자에게 보이젠베리나 보이젠블랙베

리와 같이 다양한 베리들로 만들어진 와인은 ‘블랙베리 와인’이라는 이름

이 붙여질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는 지역 관리자를 통해 와인 제조사들

에 전해졌다. 1949. 2. 18. 차관은 같은 와인 회사에 이러한 베리들로 만

124)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288, Magill, M. Elizabeth, supra note

8, p.1435.

125)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288.

126) Appalachian Power Co. v. EPA, 208 F.3d. 1015, 1023(D.C.Cir. 2000).

127) 194 F.2d 329(D.C.Cir. 1952).



- 37 -

들어진 와인은 ‘블랙베리 와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다고 조언했

고, 시애틀 지역 관리자는 이를 회람으로 와인제조자들에게 돌렸다.

1949. 11. 30. 차관은 와인 협회에 보이젠베리로부터만 추출된 와인은 보

이젠베리라고 이름붙여져야 한다는 글을 보냈다.

깁슨 와인 회사는 블랙베리의 한 종류인 보이젠베리로 만들어진 와인

을 블랙베리로 이름붙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깁슨 와인 회사는 1949. 11. 30. 차관의

규칙은 기존 규제를 수정하는 것이고, 이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장관의

승인이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청은 차관의 규칙은 기존 규제의 수정이 아니라 단순한 해석이므로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입법적 규칙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규칙인 반면, 해석규칙은

행정관료들이 법률이나 규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술인데, 쟁점이 된 규칙은 서두에서 이는 차관이 규제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해석

규칙으로 보았다.128)

(2) American Mining Congress v.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129)

연방광산안전보건법은 광산의 안전에 관한 조건을 광범위하게 규제하

면서 노동장관에게 관련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따

128) Miller 판사는 차관의 규칙이 이전의 규제에 대한 수정으로서 해석규칙으

로 볼 수 없고 의견청취 절차나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는 반대

의견을 설시하였다.

129) 995 F.2d 1106(D.C. Ci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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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산안전보건국은 광산 운영자는 광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 업무

상 재해, 업무상 질병을 10일 이내에 광산안전보건국에 보고하도록 규제

하고 있는데, 위 규제에서는 어떤 업무상 질병이라도 ‘진단되는’ 경우 운

영자는 이를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

지 않으면 소환이 이루어지고 벌금을 낼 수 있다.

법규의 모호함 때문에 광산안전보건국에서는 행정직원들과 이해당사

자에게 행정정책, 지침 및 해석을 알리는 정책서신(Program Policy

Letter)을 발행해 왔다. 특정 엑스레이 결과가 보고되어야 하는 ‘진단’인

지 여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정책서신으로 발행되었는데, 이에 관한

첫 번째 정책서신인 '91-III-2번 정책서신(1991. 9. 6. 발효)'은 ILO 분류

시스템상 1/0 이상의 진폐증 유발 먼지에 노출된 이력이 있는 광부의 흉

부 엑스레이는 규폐증이나 다른 진폐증의 ‘진단’이라고 여겨진다고 하였

다. ‘P92-III-2번 정책서신(1992. 5. 6. 발효)’은 이전 견해를 대체로 반복

하면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진단 자체로 광부에게 보상 혜택을 자동적

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P92-III-2번 정책서신(1992. 8. 1.

발효)’은 ILO 분류 시스템상 1/0 이상의 진폐증 유발 먼지에 노출된 이

력이 있는 광부의 흉부 엑스레이는 규폐증이나 다른 진폐증의 ‘진단’이라

고 여겨진다는 견해를 반복했고 추가적인 판독에 관한 입장을 일부 수정

했다.

광산안전보건국은 위 세 정책서신에 대해 고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

치지 않았고 관보에 이를 고시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모든 광산 운영자

와 독립계약자들에게는 이를 알렸다.

법원은 규칙이 법적 효과를 지니는지는 ① 그 규칙이 부재하면 수혜

를 부여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집행행위나 다른 행정기관의 행

위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 기반이 없어지는지, ② 행정기관이 관보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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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발행하였는지 ③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일반적 입법 권한을 내세

웠는지 ④ 규칙이 이전의 입법적 규칙을 수정하는지 여부로 알 수 있는

데, 위 사항들에 대한 대답이 하나라도 긍정적이면 입법적 규칙이라고

하면서,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992년 8월 정책서신은 해석규칙이라고

판시하였다.

2. 입법적 규칙과 정책선언규칙의 구별에 대한 사례

(1) Pacific Gas & Electric Co. v. FPC130)

연방전력위원회는 1971년 ‘명령 제431호(Order No. 431)’로 관할 파이

프라인 회사들에 천연가스 부족이 예상되는 시기의 단축계획이 담긴 요

금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정책선언문을 발행했다. ‘명령 제431호’는 단

축의 우선순위는 가스의 최종 사용에 기반해야 하고 위원회에 의해 승인

된 단축계획이 모든 면에서 이와 충돌하는 다른 판매계약 규정보다 우선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파이프라인 회사들이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고, 연방전력위

원회는 1973. 1. 8.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 없이 ‘명령 제467호(Order No.

467)’을 제정하였다. ‘명령 제467호’는 적절한 우선순위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제기하고 계약에 의한 약정보다 최종 사용에 기반하는 우선순위

를 배정함에 있어 국가적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견해

를 밝혔다. 또한 파이프라인 회사가 다른 단축 계획이 공익에 더 부합하

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 우선순위에 따를 것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입법적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위의 기준을 설정하는

130) 506 F. 2d 33(D.C.Cir.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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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해 정책선언규칙은 구속력 있는 규범을 설정하지 않고, 쟁점이나

권리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연방전력위원회의

‘명령 제467호’가 정책선언규칙이라고 하였다. 연방전력위원회가 ‘명령 제

467호’를 정책선언규칙이라고 표명해 왔고, 위 규칙의 효과는 대중에게

어떤 계획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그 계획

이 최종적 승인을 받을 것에 대한 보장을 해 주지는 않아 권리나 의무에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Noel v. Chapman131)

노엘은 외국인이고 하이티 시민이다. 그는 1969. 5. 24. 비이민 방문객

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허가된 체류기간은 두 달이었다. 그는 기간 내

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남았다가 1972. 6. 15. 이민귀화국에 체

포되었다. 퇴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1972. 9. 27.까지 자발적으로

떠날 기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 기한 내에 떠나지 않았고 퇴거

영장이 1973. 7. 12. 발행되어 1973. 8. 21. 출국 보고를 할 것을 권유받았

다. 노엘은 1973. 8. 13. 적법한 영주권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출국을 무

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미국하원 법사위원회 의장인 로디노 하원의원은 이민귀화국 감독관에

게 하부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불법체류자들이 국내 직업 시장에 악영

향을 끼치고 있어서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잔류할 것을 통상적으

로 허용해온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민귀화국은

지역 감독관에게 1972. 7. 31.자로 서반구 외국인들은 출국일 연기가 통

상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여된다고 지도

131) 508 F.2d 1023(2d Cir.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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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73. 4. 10.에는 1973. 4. 10.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미국에 거

주해 왔고 그 이전에 가족 지위를 얻은 외국인에게만 출국일 연기를 허

용한다고 지도했다. 노엘은 1973. 4. 10. 이전에 결혼한 것이 아니어서 허

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노엘은 소를 제기하면서 위법사유 중

하나로 이민귀화국의 지도가 고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들었다.

법원은 규칙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칙과 정책선언규칙의 구별은

안개에 싸여 있고,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을 채택한 법원 판례들을 언급

하기도 하였지만, 사안의 경우 이민귀화국의 지도가 기존의 권리나 의무

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선언규칙이라고 판시하였

다.

제 4 절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Substantial Impact

Test)

I. 의의

실질적 영향력 기준은 실제적 효과, 피규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견해이다. 실제적 효과를 평가할 때, 규제범위,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법적·경제적 지위, 소급효 여부 등 여러 요

소들을 고려한다.132) 행정기관의 지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거나 그

규칙이 이례적으로 논란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고

132)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p.39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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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질 가능성이 높다.133)

이 기준은 1970년대 초중반에 판례에서 나타났던 견해이다. 1978년에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134)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에 입각한

판시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135)136)

II. 내용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에서는 대중이 규칙제정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입법적 규칙인지 비입법적 규칙인지를 구

별한다. 행정기관의 분류나 규칙의 법적 효과보다는 일반 국민이 규칙

제정에 참여할 필요를 중시한다.137) 특히 그 규칙이 기반하는 사실 요소

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그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

우,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어떠한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경우 일

반 국민의 참여 필요가 높아진다.138)

133) Ibid., p.399.

134) 435 U.S. 519(1978).

135)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400; Funk, William F. & Seamon,

Richard H., supra note 24, pp.158-159;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p.282-283 참조.

136)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에서는 규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참

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

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버몬트 판결은 다른 법률이나 헌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절

차를 요구할 권한이 법원에 없다고 하여, 보통법의 관점에서 고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요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Michael Asimow, supra note 34,

p.400; Funk, William F., supra note 46, p.1326 참조.

137) Asimow, Michael, supra note 78, p.531.

138)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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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영향력 기준설은 그 규칙이 피규제자에게 즉각적으로 실제적

으로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법적 효과나 규칙을 제

정하는 행정기관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다. 법원이 그 규칙이 일반 국민

에게 실제적 영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 규칙을 입법적 규칙으로

분류하고, 일반 국민에게 실체적이고 즉각적 영향이 없다고 보면 해석

규칙으로 분류한다.139)

이 견해는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적용의 범위,140) 중요

도와 자동 발효 여부,141) 행정기관의 지위 변화142) 등을 고려하기도 한

다.143)

III. 장단점과 비판

실질적 영향력 기준은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

가를 받는다.144)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을 제정할 때 법적 효과 기준설에

입각해 비입법적 규칙에 대해 고지 및 의견제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145) 또한 실질적 영향력은 행

정기관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지 아니면 기존법을 설명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약점이 있다.146)

139) Reese, John H. and Seamon, Richard H., supra note 33, p.197.

140) 일반 국민에게 폭넓게 적용되면 그 영향력은 실질적이다.

141) 규칙이 중요하고 일반 국민에게 자동 발효되는 효력을 가지면,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142) 규칙이 잘 정립된 이전의 행정기관의 지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면, 일

반 국민에게 실질적 영향을 가진다.

143) Reese, John H. and Seamon, Richard H., supra note 33, p.197.

144) Asimow, Michael, supra note 78, p.524, p.559.

145)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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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영향력 기준은 예견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

다.147) 그 규칙이 실질적 영향이 있다고 하는 당사자의 주장에 강하게

의존하게 되고, 당사자가 규칙 제정에 단순히 방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

는지 아니면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법원의 직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요소

로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소급 적용되는 경우의 영향력, 행정기관의 지

위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 행정기관이 지도할 필요성이 큰 규칙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 또한 모호한 요소들이

라는 비판을 받는다.148)

IV. 사례

1. 입법적 규칙과 해석규칙의 구별에 관한 사례

(1)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v. Flinch149)

미국연방법에 따르면 새로운 약은 식품의약품국의 승인을 받아야 시

장에 나올 수 있다. 1938년부터 1962년까지 새로운 약이 승인받을 때에

는 그 약이 안전한지 여부만을 보았고, 그 효능은 승인 요건이 아니었다.

1962년에 의회는 새로운 약이 승인받기 위해서 새로운 약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법을 개정하였다. 식품의약품 국장은 1969.

9. 19. ‘9월 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는 약의 효능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146) Ibid., p.400.

147) Asimow, Michael, supra note 78, p.558.

148) Reese, John H. and Seamon, Richard H., supra note 33, p.198.

149) 307 F. Supp. 858(D. Del.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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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이었다.

미국제약회사연합은 그 회원들을 위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9월 명령’의 효력을 문제삼았다. 식품의약품 국장은 기준의 효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규칙을 절차적이고 해석적인 규칙으로 보아 미연방

행정절차법상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요구되는 규칙이 아니라고 주장

하였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부여하는 성격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실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행정기관의 규칙이 피규제

산업, 주요 구성원, 생산품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기관은 그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우선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

였다. 법원은 사안에서 식품의약품 국장에 의해 발령된 규칙이 제약회사

의 경영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령한 위 규칙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 American Bancorporation v.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150)

은행지주회사인 노스웨스트 뱅코는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자문

을 하는 회사인 이븐슨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미연

방준비제도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다.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

사가 비은행조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위원회가

고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은행이나 경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에 적합한 경우라고 결정하는 회사의 지분은 예외였다.

위원회는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개정하여 은

150) 509 F.2d 29(8th Cir.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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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지주회사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더 좁게 보았고, 노스웨스

트 뱅코가 이를 문제삼아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규칙의 개정이 입법적인지 비입법적인지는 은행 산업에 대한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 규칙의 복잡성과

영향력, 기존법에 생기는 변화, 소급 적용되는 정도, 새로운 규칙을 준수

함으로 인해 생기는 논란과 혼란의 정도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안의 경우 개정 규칙은 기존 규제에서 사용된 언어의 의미를 좁게 해

석한 것으로 기존 규제에 내재되어 있던 것을 표현한 것이어서 해석 규

칙이고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입법적 규칙과 정책선언규칙의 구별에 관한 사례

(1) Lewis-Mota v. Secretary of Labor151)

사안은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자로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제

기된 집단 소송이다.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자로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비자도 있어야 하지만 비자를 신청할 때와 비자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 국내 가용 노동자가 부족하고 외국인의 입국이 국내 고용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노동부장관의 증서가

있어야 했다. 노동부장관은 직업군에 따라 ‘별표’를 발행했는데, ‘별표 C’

의 경우 ‘별표 C’에 열거된 직업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취업 등 일정 부

분의 자격 제시가 면제되었다. 1970. 2. 9. 노동부장관은 ‘별표 C’를 중단

하는 내용의 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들은 이는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151) 459 F.2d 478(2d Ci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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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는 외국인들에게 취업증명서와 자격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

구하여 기존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고용주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서, 외국인들과 고용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한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반드시 제공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위 명령이 미국 연방행정절차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2) Pickus v. United States Board of Parole152)

미국가석방위원회는 수년간 가석방에 적합한 수감자들을 선정하는 재

량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되는 요소들에 대한 지침을 발행해왔다. 그러나

그 지침은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고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적이 없

었다. 원고들은 수감자로서 가석방위원회에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칙

제정 절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라는 청원을 했고, 가석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규제에 의해 당사자의 권리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

다면 이는 정책선언규칙이 아니므로 대중이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에서 문제된 지침은 가석방 결정에 실질적인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선언규칙이나 해석규칙, 절차적 규칙이 아니고 입

법적 규칙이므로 규칙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제 5 절 절차설

152) 507 F.2d 1107(D.C.Cir.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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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절차설은 규칙의 실질에 따라 입법적 규칙인지 비입법적 규칙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면 입법적 규칙으로 법

적 구속력이 있고, 거치지 않았으면 비입법적 규칙이라는 견해이다.153)

II. 내용

이 견해에서는 절차적인 요건이 실질적 효과를 결정한다. 위에서 살

펴본 견해들에서는 입법적 규칙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한 후 입법적 규칙

인데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무효라고 보는 반면, 이

견해에서는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어야 입법적 규칙으로 인정되

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게 된다.154) 즉 위에서 살펴본 견해들에서는

절차적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규칙의 언어, 목적, 효과 등을 검토

함으로써 규칙의 실체적 본질을 살펴야 하는데, 이 견해에서는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규칙의 성격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구

속력이 결정된다.155)

III. 장단점과 비판

153) Manning, John F., supra note 38; Funk, William, supra note 46; Funk,

William, supra note 118; Elliott, Donald, “Re-Inventing Rulemaking”, 41

Duke L. J . 1490, 1491(1992); Gersen, Jacob E., supra note 72; Strauss,

Peter L., supra note 37; Kalen, Sam, “The Transformation of Modern

Administrative Law: Changing Administrations and Encironmental

Guidance Documents”, 35 ECOLOGY L. Q. 657, 694-95, 716(2008).

154) Gersen, Jacob E., supra note 72, p.1719.

155)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p.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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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설은 사법적 의사결정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은

규칙의 본질이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없고,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을 위한 기준을 만들 필요도 없다. 대신 미국연방행정절차법

상 절차적으로 유효한지만 살펴보면 된다.156) 절차설은 행정기관이나 규

제 수혜자들, 피규제자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서 모두가 입법적 규

칙인지 비입법적 규칙인지 알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157) 피규제자, 규제

수혜자에게 규칙의 효과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법원은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158)

반면 절차설은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 주어 일반 국민의 견제를 피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159)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절차설 옹호론자들은 행정기관이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기로 선택하면 규칙의 시행 단계에서 법

원의 강화된 사법심사를 받게 되는데, 행정기관은 지금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

후에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으로 대우받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게 해서, 실질적인 감독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160) 절차설 옹호론자들에 의하면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입

법적 규칙을 제정해서 향후 사건들에서 정당화를 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지 아니면 지금 성가신 규칙제정절차를 피하고 향후 사건들에서 더 강화

된 심사를 받을지는 행정기관의 선택의 문제이다.161)

156) Ibid., p.279.

157) Funk, William supra note 118, p.663.

158) David L. Franklin, supra note 1, p.279.

159) Ibid., p.280.

160) Ibid., p.280; Elliott, Donald, supra note 153, p.1490-1491.

161) Elliott, Donald supra note 153, p.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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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례

절차설은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법원에서 절차설을 받아

들여 판시한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법원은 절차설을 받아들이는 대신

실질적 영향, 법적 효과, 행정기관이 자신을 구속하는 의도와 같은 실질

적인 기준을 사용해서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을 구분하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162)163)164)

그런데 절차설 옹호론자들은 미드 판결165)에 절차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드 판결

에서는 쉐브론 존중은 의회가 행정기관에게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함에

162)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294.

163) Appalachian Power Co, v. EPA, 208 F.3d 1015 (D.C.Cir. 2000)에서 법원

은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지침을 입법적 규칙으로 판

단하고, 그 지침이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

화시켰다. 절차설에 따르면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법적 구

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295

참조.

164) 법원이 절차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절차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즉

공포 단계에서 일반 국민의 철저한 검토를 거칠지 시행 단계에서 강화된

사법 심사를 거칠지 선택할 폭넓은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등

장하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298.

American Mining Congress V. Mine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995 F.2d 1106(D.C.Cir.1993) p.1111 참조. 비입법적 규칙이 구속력을 가질

가능성은 실제로는 제한되어 있다. 행정기관 직원들은 모든 단계에서 사법

심사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사법심사에 대한 두려움 때

문에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칙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

출되는 사실과 주장들에 주의를 기울일 동기를 가지게 된다. 고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는 법원에서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행

정기관 내부적으로도 공격에 취약할 것이다.

165) United Sates v Mead Corp. 533 U.S. 2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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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규칙을 만들 권한을 수여하는 경우 그리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하는

행정기관의 해석이 그러한 권한의 실행으로 제정된 경우에만 사법적 존

중이 적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절차설 옹호론자들은 위 판결에 의해 비

입법적 규칙은 쉐브론 존중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그 대신 비

입법적 규칙은 스키드모어 존중을 받게 된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비입법

적 규칙을 제정하기로 선택하게 되면 사법심사과정에서 고도의 존중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현재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

쳐 나중에 완화된 심사를 받을지, 현재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중에 강화된 심사를 받을지 선택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중요

한 정책 결정을 할 때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위험도 줄

어들게 된다는 것이다.166)167)

제 6 절 검 토

이상에서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 기준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초기에는 법률의 위임 여부를 기준으로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을 구분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은 일반적

규칙 제정 권한에 의해 행정기관이 입법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보

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구별 기준이 되지 못한다. 행정기관의 의도 기준

의 경우 행정기관이 모호하게 설명할 가능성, 행정기관이 다른 의도로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 행정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주

166) Gersen, Jacob E., supra note 72, pp.1720-1721.

167) 미드 판결의 내용, 쉐브론 존중, 스키드모어 존중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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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독자적으로는 타당한 구별 기준이 되기 어렵

다.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은 예전에 많이 대두되었던 견해이나 실질적 영

향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예견가능성이 떨어지고, 미국 연방행

정절차법상 규정에 맞지 않는다.

절차설은 최근 몇몇 학자들에 의해 나타난 견해로 그 기준이 명확하

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나 행정기관, 법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외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하

여는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강한 효력을 부여할지 아니

면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입법적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시행 과정에서 엄격한 사법심사를 받을지 정책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한

다.

그러나 절차설은 그 주장이 제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판

례에 의해 채택되지는 않고 있다. 판례는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에 입각

하여 판시하였던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법적 효과 기

준설에 입각한 판시를 하고 있다.

법적 효과 기준설은 어떤 규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가 여전히 불

분명하고 입법적 규칙만이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고쳐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 동안 학설과 판례에 의

해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들이 정립되어 왔고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고 보인다.

그에 따르면 해석규칙의 경우 그 규칙이 행동의 기준을 부여하는 경

우, 새로운 규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경우, 불완전한 법규를 완성하여 법

규 공백을 메우는 경우, 그 규칙이 없이는 혜택이 주어지거나 의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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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법률의 위반에 관한 규칙인 경우, 의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정책선언규칙의 경우 그 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을 확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사용되는 언어가 의무적인 경우 등에

규칙이 법적 효과를 가지며 이 경우 입법적 규칙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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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대한

심사기준

제 1 절 서 설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은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가 다르고, 만들어지고 난 후 미치는 법적 효과가 다르며, 실제 사안에서

규칙의 적용이 문제되어 사법심사과정에 들어왔을 때 적용되는 심사기준

에 차이가 있다.

우선 제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가 다르다는 것은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입법적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는 고지 및 의견제출 절

차가 필요한 반면, 비입법적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는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처럼 제정 또는 개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가 다른 이유는 부여

되는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입법적 규칙은 일반 국민에 대한 법

규적 효력이 있지만, 비입법적 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어서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효력에 실제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는 비입법적 규칙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기가 어렵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행정기관의 규칙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비입법적

규칙은 입법적 규칙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도 한다.168)

168) Asimow, Michael, supra note 34, p.384; Funk, William F., supra not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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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입법적 규칙을

제정하려면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해석규칙이

나 정책선언규칙과 같이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비입법적 규칙을 제정하여 법규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재량권 행사 방향

을 알리기도 한다. 이 때 비입법적 규칙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당

사자들은 해당 규칙은 입법적 규칙에 해당하는데 행정기관이 고지 및 의

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

하고, 행정기관은 비입법적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이는 유효한 규칙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169) 입법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고지 및 의견제

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이는 명백히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 반하는

것이다.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 절차설이

아닌 실질설에 따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입법적 규칙인지 비입법적 규칙인지 여부에 따라 그 규칙의

효력 유무가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요구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

에 절차를 따르지 않은 규칙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입법적 규

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렇다면 입

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이 법원의 사법심사 과정에 들어왔을 때170)

p.1333.

169) Pierce, Richard J. Jr., Administrative Law, Concepts and Insights

Series, Thomson/West, 2008, pp.73-74.

170) 미국의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행위 개념에 규칙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적격에서 규칙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연

방대법원은 Abbott Laboratories, Inc. v. Gardner, 387 U.S. 136 (1967) 사

건을 통해 행정입법의 집행 전 사법심사를 허용하여 추상적 규범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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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인 차이는 어떠할까? 미국 연방법원에서 행정청이 규칙을 제정하

여 법령을 해석한 경우 법원이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하는

심사기준에 관하여 비입법적 규칙에 대하여는 입법적 규칙과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견해와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 사이에 적용되

는 심사기준의 차이는 없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하에서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법심사

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 사이에 적용

되는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절 사법심사 기준

I.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기준

1.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의 심사기준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는 사법심사법원이 행정행위나 판정, 결

정 등에 대해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국 연방행정절차

법 제706조에 의하면, 심사법원은 ① 자의적이거나 전단적이거나 재량을

남용했거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② 헌법적 권리, 권한, 특권, 면

제에 반하는 경우, ③ 법률상 관할, 권한 또는 한계를 넘거나 법률상 권

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인정하고 있다. 황의관, 앞의 논문(각주 12), 2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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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⑤ 제556조와 제557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법률에 따른 행

정기관의 청문을 검토할 때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⑥ 사실관계가 심사법원에 의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만큼 보장되지 않

는 경우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판정,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무효로

한다.171)

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심사강도에 따라 살펴보면,

(A)항의 자의·전단 금지 심사기준, (E)항의 실질적 증거 심사기준, (F)항

의 전면적 재심사 기준이 있다.

자의·전단 금지 심사기준은 행정행위, 판정,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전

단적이거나 재량을 남용하는 경우 또는 법률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171) 5 U.S.C.A. § 706

§ 706. 심사의 범위

제소된 경우 심사 법원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 모든 관련 법률 문

제를 결정하고, 헌법과 법률 규정을 해석하며, 행정행위 용어의 의미나 적

용가능성을 정한다.

심사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1) 불법적으로 보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지연된 행정행위를 강제하고,

(2) 행정행위, 판정 그리고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무효로 한다.

(A) 자의적이거나 전단적이거나 재량을 남용했거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

는 경우

(B) 헌법적 권리, 권한, 특권, 면제에 반하는 경우

(C) 법률상 관할, 권한 또는 한계를 넘거나 법률상 권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D)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E) 제556조와 제557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청문을 검토할 때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F) 사실관계가 심사법원에 의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만큼 보장되지 않

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할 때 법원은 모든 기록 내지 당사자가 인용한 부분을 심사

하고, 사법절차 이전 단계에서의 오류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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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하는 것인데, 행정결정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심사법원은 그

결정을 자의적·전단적으로 규정해서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전통적으로는 비정형적 규칙제정절차에 의한 규칙의 실체적 합리성

을 심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었는데, 점차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 되었다.172)

실질적 증거 심사기준에서 실질적 증거란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으

로 판단했을 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증거 심사기준을 일반적으로 “합리성 심사”(reasonableness

review)라고도 한다.173) 실질적 증거 심사기준은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556조, 제557조에 따른 정형적 청문절차가 시행되는 규칙제정절차와

재결에 적용된다.174)

전면적 재심사 기준은 사실관계가 심사법원에 의해 전면적으로 다시

심사해야 할 정도로 불충분한 경우 행정행위, 판정,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이 때 심사법원은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

관계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을 하여 행정행위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

다.175)

2. 행정입법에 대한 자의·전단 금지 심사기준의 적용

행정기관이 연방행정절차법의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비정형

172) 금태환, 앞의 논문(각주 60), 241면.

173) 금태환,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서의 실질적 증거기준”,『행정법연구』제18

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299면.

174) 안동인, “비례원칙과 사법판단권의 범위”,『행정법연구』제34호, 행정법이

론실무학회, 2012, 7면.

175) 추효진, “미국 행정법상 실질적 증거 심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2012, 35면; 금태환, 앞의 논문(각주 60), 292-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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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칙제정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입법은 자의·전단 금지 심사기준에 따

라 사법심사를 받게 된다. 이 때 자의·전단 금지 심사기준이 어떤 기준

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행정기관의 행

정입법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태도(hard look review)와 행정기관

의 행정입법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뉘어졌다.176)

연방행정절차법이 시행된 후 1960년대 초반까지 학설과 판례는 행정

입법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였다.177) 그런데 1960년대에 이해관

계인들에 의해 행정입법에 대한 보다 강력한 사법심사를 해 줄 것을 요

구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연방법원은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하

는 것으로 대응하게 되었다.178)

행정기관의 행정입법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태도가 처음 나타

난 판결은 1971년의 Citizens to Pres. Overton Park v. Volpe179) 판결이

다.180) 위 판결에서 법원은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 (2)(A)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자의적이거나 전단적이거나 재량을 남용했거나 법률에 합

치되지 않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결정이 관련된 요소에

대한 고려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에 명백한 오류는 없는지 여부’를 고려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엄격심사주의는 1980년대에도 Motor Vehicles Manufactures Ass'n

v. State Farm Mutual Automobiles Inc. Co.181) 사건에서 적용되었

다.182) 이 사건은 연방교통자동차안전법에 근거해 도로교통안전청이 제

176) 정하명, 앞의 논문(각주 56), 427면.

177) Ibid., 428면.

178) Ibid.

179) 401 U.S. 402(1971).

180) 추효진, 앞의 논문(각주 175), 50면.

181) 463 U.S. 29(1983).

182) 정하명, 앞의 논문(각주 56), 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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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을 폐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

건이다.

연방대법원은 비정형적 규칙제정절차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을 공표

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 (2)(A)에 따라 자

의·전단적이거나 재량을 남용했거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무효인

데, 규칙의 폐지에도 규칙 제정에 대한 심사기준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자의·전단 금지 심사기준 하에

서 행정청은 반드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발견된 사실과 결정 사이의

합리적 연관성’을 포함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행정청이 의회가 고려하기를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에 의존하거나, 문제

의 중요한 양상을 고려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거나, 결정에 대한 설명이

행정청 앞에 제시된 증거에 반하거나, 견해의 차이나 전문지식 때문이라

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설득력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은 자의·전단적

이 된다고 하면서, 사안의 경우 행정청이 위 자동차안전기준의 폐지에

대해 자의·전단 금지 심사기준에서 요구되는 사실과 결정 사이의 합리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폐지를 무효라고 보았다.

이러한 엄격심사주의로 인해 연방위원회가 규칙제정과 재결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행정입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행정입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 대한 재결의 방식을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183) 학자들 또한 법

원이 다원적인 사회문제들을 다루기에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점, 법원

이 행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엄격심사주의를

비판하였다.184)

183) Ibid., 431면.

184) Ibid., 431-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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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태도는 1984년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판결185)(이하 ‘쉐브론 판결’이

라 한다)에 의해 변화를 겪게 된다. 최근에는 United States v. Mead

Corp.186) 사건 등에서 쉐브론 판결에 의한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Skidmore v. Swift & Co.187) 사건에서 제시되었던 기준에 따라

행정청의 해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이하에서는 스키드모어 기

준과 쉐브론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스키드모어 기준과 쉐브론 기준

1. 스키드모어 기준

(1) 스키드모어 판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공장

의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하는 일

중에는 일주일에 3.5 ~ 4회 정도 야간에 화재경보가 울리는 경우를 대비

해 회사에서 대기하는 업무가 있었다. 대기업무는 화재경보가 울리면 이

에 대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요구되는 업무는 없었고 쟁점이 되는 기간

동안 화재경보가 울린 적은 없었다. 사안의 쟁점은 이러한 대기업무를

하는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상 초과근무수당

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85) 467 U.S. 837(1984).

186) 533 U.S. 218(2001).

187) 323 U.S. 113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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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

이 없었다. 장관은 근로기준법의 집행업무를 위임받아 법률의 적용에 관

한 자신의 견해를 해석 고시(interpretative bulletins)나 비정식 결정

(informal rulings)의 형식으로 제시해 왔다. 이러한 해석 고시나 비정식

결정은 고용주나 근로자들에게 행정청이 법을 집행할 방향에 대해 실제

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었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기준과

예시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근로자들이 대기시간동안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자유로운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 이 사건의 경우 장관은 수면시

간과 식사시간은 거의 방해되지 않고 수면과 식사는 그들이 대기의무가

있든 없든 하는 것임을 이유로 근로시간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

로시간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장관의 이와 같은 해석과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를 존중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정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행

정청의 해석을 존중하는 것은 이를 위해 고려한 증거의 철저함, 논증의

유효성, 이전 또는 이후의 해석과의 일관성, 그리고 설득력을 부여하는

모든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판시하였다.

(2) 스키드모어 기준의 내용

스키드모어 판결에서 법원은 행정기관의 해석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이루어진 점, 특정 사건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보다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 폭넓은 조사와 정보에 기반하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존

중을 받을 만하다고 하였다. 이 때 행정기관의 해석을 존중하는 정도

(weight)는 이를 위해 고려한 증거의 철저함, 논증의 유효성, 이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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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해석과의 일관성, 그리고 설득력을 부여하는 모든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키드모어 기준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쉐브론 기준과 비교했을

때 ‘약한 존중’(weak deference)이라고 불리워진다.188) 쉐브론 기준이 행

정청의 해석에 대한 ‘강한 존중’(strong deferenc) 원칙을 나타내는 것에

대비한 것이다. 스키드모어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다른 소송당사자가 주장하는 해석보다 행정기관의 해석에 더 무게를 둔

다.189) 행정기관의 해석이 철저한 증거들에 의한 판단이고 그 논증이 합

리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설득력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해석을 존중한다

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존중(defrence) 기준

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존중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약한

존중에 해당한다.

2. 쉐브론 기준

(1) 쉐브론 판결

1977년 청정대기법은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해 신규 주요 고정오염원

에 대하여는 허가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청정대기법

에서는 신규 주요 고정오염원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허가 요건의 실행을 위해 공표된 환경보호청의 규칙은 고정오

염원에 대하여 공장전체를 기준으로 한 정의 규정을 채택하였다. 공장전

188) Asimow, Michael,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f Decisions of

California Administrative Agencies”, 42 UCLA L. REV. 1157(1995),

p.1194.

189) Ibid.



- 64 -

체 기준에서는 수 개의 오염배출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장은,

전체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허가 없이도 새로운

장치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수 개의 오염배출 장치들에 대해 공장 전체를 기준으

로 고정오염원을 판단하는 것이 ‘고정오염원’이라는 문언의 합리적 해석

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원이 행정청의 법률해석을 심사할 때

우선 의회가 쟁점에 관한 정확한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의회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법원은 분

명하게 표현된 의회의 의도에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가 해

당 쟁점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거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해석이 해당 법률에 대한 허용가능한 해석에 근거한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의회에서 행정청에게 법률의 조항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규칙은 자의·전단적이거나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임이 묵시적

인 경우에는 법원은 행정청에 의한 합리적인 해석을 당해 법률 조항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으로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미국연방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심사, 입법사

에 근거할 때 의회는 고정오염원을 전체공장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

하여 명시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환경보호청의 위와 같은 해

석은 대기오염 감소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키고자 하

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법해석이므로, 위 규칙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2) 쉐브론 기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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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브론 기준은 법원이 행정입법을 심사할 때 두 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1단계 심사는 먼저 의회가 그 쟁점에 대한 정

확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의회

가 그 의도를 명백히 표현하였다면 행정기관과 법원은 그에 구속된

다.190) 그러나 의회가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 2단계 심사로

서 법원은 행정기관의 해석이 법률의 허용가능한 해석인지를 따지게 된

다. 그리하여 그 해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해석을

존중하게 된다.

쉐브론 판결에서 법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입법에 강한 존중을 부여하

는 근거로 행정부의 전문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들고 있다.191) 법관들은

전문성이 없고, 의회가 정책결정 책임을 위임한 행정청과 달리 정치적

부의 일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법관의 개인적 정책선호도에 근거하여 정

책을 선택하기보다는 행정청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것이다.192)

이러한 쉐브론 기준은 정형적 재결을 통한 행정기관의 결정에도 적용

되는 것으로 보인다.193) United States v. Mead Corp.194)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의회가 행정기관에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의

해석이 그 권한의 행사로서 공포된 경우 쉐브론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시

했는데, 그러한 권한의 수여는 행정기관의 재결이나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의한 규칙 제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195)

190) Johnson, Stephen M., supra note 16, p.503.

191) 황의관, “미국사법부의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적 존중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제24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3, 411면.

192) Ibid., 411면.

193) Johnson, Stephen M., supra note 16, p.503.

194) 533 U.S. 218(2001).

195) Johnson, Stephen M., supra note 16, p.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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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적용되는

사법심사 기준

I. 쟁점

쉐브론 판결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을 심사하는

법원이 취해야 할 태도와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에 부여되는 존중의 기준

을 설정하였다.196) 그런데 쉐브론 판결은 입법적 규칙으로써 법률을 해

석하는 경우에 대한 판결로서, 비입법적 규칙으로써 법률을 해석하는 경

우 법원이 비입법적 규칙에도 법원이 동일한 존중을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논의의 발단이 된 판례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Christensen v.

Harris County197) 판결(이하 ‘크리스튼슨 판결’이라 한다)과 United

States v. Mead Corp.198) 판결(이하 ‘미드 판결’이라 한다)이다. 위 판결

들의 등장으로 비입법적 규칙의 경우 입법적 규칙의 경우와 달리 강한

존중인 쉐브론 기준이 아닌 약한 존중인 스키드모어 기준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한편 미드 판결이 있은 다음 해에

Barnhart v. Walton199) 판결(이하 ‘반하트 판결’이라 한다)에서 미국연방

대법원은 쉐브론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려하는 요소에 대

하여 미드 판결과는 다른 내용을 설시하였다.

아래에서는 논의의 발단이 된 위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입법적 규

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196) 황의관, 앞의 논문(각주 191), 402면.

197) 529 U.S. 576, 587(2000).

198) 533 U.S. 218(2001).

199) 535 U.S. 2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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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본 후, 그 이후 판례의 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적용되는 사법심사 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II.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1. 크리스튼슨 판결

이 사건은 노동부의 근로자임금시간부처(the Department of Labor's

Wage and Hour Division)에서 발행한 의견서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연

방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초과 근로에 대하여

정규 근로수당의 1.5배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연방

근로기준법이 주와 하부지자체에도 적용되도록 하였고, 주와 하부지자체

가 초과근무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초과근

무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하려면 고용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

를 얻어야 했다. 또한 보상휴가에는 최대한계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초

과하는 경우 고용주는 금전으로 초과근무에 대해 보상해야 했다.

원고들은 해리스 카운티의 부보안관들인데, 원고들의 보상휴가가 누적

되자, 해리스 카운티는 금전보상의 재원이 부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카운티는 노동부의 근로자임금시간부처에 보안관이 근

로자들에게 강제로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근로자임금시간부처장은 ‘사전에 특정하여 동의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동

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법률이나 규정이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보상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라는 내용의

의견서(letter)를 보냈다. 의견서를 받은 후 해리스 카운티는 보상휴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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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되어 최대한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근로자들은 보상휴가를 사용할 것

을 권고받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

독관이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원고들은 카운티의 정책이 연방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

하며 제소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의견서(opinion letter), 정책선언서(policy

statements), 업무편람(agency manuals), 집행지침(enforcement

guidelines)에 포함된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서, 쉐브론 존중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형태의 법률해

석은 존중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그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경우에만 스

키드모어 존중을 받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연방근로기준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동의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 수당을 보상 휴가

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누적 보

상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자임금시간부처의 의견서는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

니라고 하였다.

2. 미드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관세청의 관세 분류 결정이 사법적 존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수입품은 관세율표(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법은 재

무장관이 제정하는 규칙에 따라 수입품의 관세율표에 따른 분류를 결정

하는 결정서(ruling letter)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드 회사는 데이플래너(day planner)를 수입하는 업체이다. 미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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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수입하는 데이플래너는 달력과 일 단위의 계획, 전화번호 및 주소

를 기록할 수 있는 종이가 달린 3개의 링으로 된 바인더이다. 이에 해당

하는 관세율표의 분류는 ‘등록부(registers), 회계장부(account books), 공

책(notebooks), 주문대장(order books), 수령대장(receipt books), 편지지

철(letter pads), 메모지철(memorandum pads), 다이어리(diaries)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인데 이는 4%의 관세가 적용되던 ‘편지지철, 메모지철, 묶여

진 다이어리(bound diaries), 공책, 주소록(address books) 및 이와 유사

한 물품’과 관세가 면제되는 ‘그 외의 물품’이라는 하위분류로 구성되어

있었다.

세관은 미드 회사의 다이어리를 위 하위분류 중 ‘그 외의 물품’에 포

함되는 것으로 다루다가 1993년에 관세가 부과되는 ‘묶여진 다이어리’로

분류하는 결정서를 발행하였다. 세관은 결정서에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

에 나타난 다이어리의 정의를 참고한다고 하면서 옥스퍼드 사전에 나타

난 다이어리의 정의는 ‘지나간 하루의 사건에 관한 매일의 기록’과 ‘달력

과 함께 일 단위의 메모를 위해 인쇄된 날짜가 포함된 종이 묶음’인데,

다이어리가 첫 번째 정의에만 국한되지 않고, ‘묶여진’의 의미도 제본

(bookbinding)뿐만 아니라 금속, 플라스틱 등에 의한 고정과 같은 덜 정

교한 묶음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에 미드 회사가 소를 제기하였다.

연방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세관의 논증을 채

용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은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세관

의 분류 결정은 쉐브론 존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

다.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행정기관에게 법적 구속력 있는 효력을 가지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행정기관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쉐브론 존중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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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권한의 부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재결이나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의한 규칙제정에 관여하

는 행정기관의 권한이나 이에 비견할 만한 의회의 의도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에 의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위 요

건을 충족하지 않아 결정서는 쉐브론 존중을 받기 어렵고, 다만 스키드

모어 기준에 따른 사법적 존중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위해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고 하였다.

3. 반하트 판결

이 사안은 사회보장법에 대한 연방사회보장국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이다. 연방사회보장국은 1957년과 1965년, 1982년에 의견서, 매뉴얼 등의

형식으로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해 왔고, 이 소송이 시작된 후 2001

년에는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규칙을 통해 동일한 해석을 하였

다.

사회보장법은 ‘적어도 연속적으로 12개월 동안 진행되었거나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의학적 손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장애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방사회보장국은 위 법률에 대해 손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

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도 12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또한

연방사회보장국은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직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적

용된다고 해석하여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일하게 된 경우에는 가정

적으로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었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교사로 일하

던 월튼은 1994년 10월 31일부터 1995년 9월 말까지 정신적 장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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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을 할 수 없었다가 그 후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연방사회보

장국은 월튼이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이 11개월이었다

는 이유로 장애급여를 거부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사회보장국의 해석에 쉐브론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

였다. 법률이 행정기관의 규제를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고, 행정기관

의 해석이 허용가능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연방사회보장국의 해석이 오

랜 기간 있어온 것이라고 하면서 이전에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

지 않고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제정된 규

칙이 받을 사법적 존중을 자동적으로 상실시키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안에서 법적 문제가 나타나는 정도, 행정기관의 전문성, 법률의 집행에

있어 그 문제가 갖는 중요성, 행정의 복잡성, 행정기관이 그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부여한 신중한 고려 등에 비추어 볼 때 쉐브론 기준이 쟁점이

된 행정기관의 해석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데 적합한 법적 도구라고 판시

하였고, 연방사회보장국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4. 위 판결에 나타난 연방대법원의 태도

연방대법원은 크리스튼슨 판결에서 노동부의 의견서에는 쉐브론 존중

이 적용되지 않고 그 해석이 합리적인 경우에만 스키드모어 존중이 적용

된다고 보았다. 의견서나 정책선언서, 행정기관의 업무편람, 집행지침에

포함된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서 쉐브론 존

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다음 해 미드 판결에서 더 구체화되었

다. 연방대법원은 관세청의 관세 분류 결정에 쉐브론 존중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쉐브론 존중은 의회가 행정기관에 법적 구속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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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지는 규칙을 만들 권한을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행정기관이 그

러한 권한의 행사로서 해석을 한 경우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두 판결에 따르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입법적 규칙의 경우 쉐브

론 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스키드모어 기준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심사하

게 된다.200)

반면 미드 판결 다음 해에 나온 반하트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쉐브

론 기준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에 법적 문제가 나타나는 정도, 행정기

관의 전문성, 법률의 집행에 있어 그 문제가 갖는 중요성, 행정의 복잡

성, 행정기관이 그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부여한 신중한 고려 등의 요

소를 검토한 후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 없이 발령한 비입법적 규칙인 사

회보장국의 해석에 대해 쉐브론 존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III. 학설

1. 쉐브론 기준과 스키드모어 기준의 존중의 정도 차이 존부

실제 사례에서 쉐브론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스키드모어 기준을 적용

하는 것 사이에 법원이 행정기관의 해석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에 관

한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201)도 있지만,

200) 크리스튼슨 판결은 미드 판결의 전신으로 평가된다. 크리스튼슨 판결에서

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의 해석은 쉐브론 존중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미드 판결에서는 ‘의회가 행정기관에게 법규적 효력을 가지

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일반적으로 위임하였고, 행정기관이 그러한 권한

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규칙을 공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쉐브론 존중

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201) Sunstein, Cass R., “Chevron Step Zero”, 92 VA. L. REV. 187(2006)

p.226; Weaver, Russell L., “An APA Provision on Nonle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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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인 연구는 법원이 쉐브론 기준과 스키드모어 기준을 적용했을 경

우 행정기관의 해석을 지지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미드 판결 이후 이루어진 실증 연구 중에는 법원이 스키드모어 기

준을 적용하면 행정기관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도가 31%202)라는 연구가

있고 39%203)라는 연구가 있다. 반면 쉐브론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미

드 판결 이전이건 이후건 법원은 60~70% 정도 행정기관의 결정을 지지

한다고 한다.204)

2.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의 차이

유무에 관한 견해

(1) 적용되는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견해

미드 판결 이후 쉐브론 기준과 스키드모어 기준을 구별하면서 입법

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부여되는 존중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는 견해

이다. 이 견해에서는 미드 판결에 의해 비입법적 규칙은 쉐브론 존중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본다.205) 입법적 규칙은 쉐브론 존중을 받지만,

Rules?”, 56 ADM IN . L. REV. 1179 (2004) p.1186;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321.

202) Womack, Eric R., “Into the Third Era of Administrative Law: An

Empirical Study of the Supreme Court's Retreat from Chevron

Principlees in United States v. Mead”, 107 DICK. L. REV. 289 (2002),

p.327.

203) Wildermuth, Amy J., “Solving the Puzzle of Mead and Christensen:

What Would Justice Stevens Do?”, 74 Fordham L. Rev. 1877

(2005-2006), p.1899.

204) Johnson, Stephen M., supra note 16, p.531.

205) Manning, John F., supra note 38, p.940; Gersen, Jacob E., supra note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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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입법적 규칙은 스키드모어 판결에서의 좀 더 유연한 형태의 존중, 약

한 존중을 받는다고 한다. 비입법적 규칙에서는 입법적 규칙과 달리 고

려한 증거의 철저함, 논증의 유효성, 이전 또는 이후의 해석과의 일관성,

그리고 설득력을 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206)

이 견해에서는 입법적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비입법적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합치되고 합리적이라고 하

더라도 법원을 구속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207)

또한 사법 존중은 행정기관의 견해가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와 같은

절차를 사용해 표현되었을 때 부여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

현된 견해가 사법 존중을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208)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는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더 부여되고 합리적인 정책 선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입법적 규칙과 이를 거치지 않은 비입법적 규칙에 대한 심

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견해에서도 법률을 해석하는 비입법적 규칙의 경우와 달리

입법적 규칙을 해석하는 비입법적 규칙의 경우에는 쉐브론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209) 법원은 행정기관 자신의 규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

석을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규제와 비일관되지 않는 한 존중할 것이라는

것이다.210)

p.1720.

206) Skidmore v. Swift & Co. 323 U.S. 1134(1944) at 140;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293.

207) Anthony, Robert, “Which Agency Interpretations Should Bind Citizens

and Courts?”, 7 Yale J . Reg. 1(1990), p.55.

208) Gersen, Jacob E., supra note 72, pp.1720-21.

209) Johnson, Stephen M. supra note 16, 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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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견해

반면 미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다른

사법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서는

비입법적 규칙은 쉐브론 존중에 부적격이라는 미드의 추정은 추정일 뿐

이라고 한다.211) 미드 판결에서도 법원은 쉐브론 존중이 과거에 어떤 비

입법적 규칙에서는 부합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다시 그럴 수 있음을 암

시했다고 한다.212) 반하트 판결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 없이 발령한 비입법적 규칙인 사회보장국의 해석에 대해 쉐브론 존

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비입법적 규칙의 경우도 쉐

브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213)

이 견해에서는 법원은 실제로 어떤 존중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

는다고 하면서 쉐브론 기준도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어 왔고 쉐브론에 의

해 행정기관의 해석을 배척한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하기도 한다.214)

IV. 이후 판례의 태도

미국연방대법원은 미드 판결과 반하트 판결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

지는 않았다.215)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의한 규칙제정이나 정형적 재

210) Auer v. Robbins, 519 U.S. 452, 461(1997) 참조.

211)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320.

212) Ibid., United States v. Mead Corp. 533 U.S. 218(2001) at 231. We have

sometimes found reasons for Chevron deference even when no such

administrative formality was required and none was afforded.

213) Franklin, David L., supra note 1, p.320.

214) Weaver, Russell L., supra note 201, p.1186.

215) Bresssman, Lisa Schultz, “How Mead Has Muddled Judicial Re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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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쉐브론 존중이 부여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다.216) 그 결과 미드 판결과 반하트 판결의 태도 중 어느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의 몫이 되었다.217)

하급심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는데, 어떤 법원은 미드 판결의 요소를

고려하고 어떤 법원은 반하트 판결의 요소를 고려하며, 한 법원 내에서

입장이 바뀌기도 한다.218) 어떤 법원은 어떤 기준을 택할지 언급하지 않

고 행정기관의 해석이 합리적이라거나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서 행정기관

의 해석을 지지하기도 한다.219)

이처럼 미드 판결 이후 반하트 판결이 나오면서 비입법적 규칙에 쉐

브론 존중이 부여되는지 여부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태도도 일관되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대부분의 하

급심에서 실제로 비입법적 규칙에 쉐브론 존중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는 평가도 있다.220) 이 견해에서는 미드 판결에서 법원이 쉐브론 존중이

비입법적 규칙에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였지만, 그리고 반하트

판결에서 비입법적 규칙도 어떤 경우에는 쉐브론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시를 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하급심은 스키드모어 판결에

서 대법원이 설시한 요소들에 의해 비입법적 규칙에 약한 존중을 부여하

고 있다고 평가한다.221)

Agency Action”, 58 Vand. L. Rev. 1443(2005) p.1446.

216) Ibid., p.1445.

217) Ibid., p.1446.

218) Ibid., p.1462-1463.

219) Ibid., p.1466.

220) Johnson, Stephen M., supra note 16, p.503.

2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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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한국 행정입법과의 비교

제 1 절 서 설

지금까지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개념과 제정

절차, 구별 기준과 사법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은 한국 행정입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상응하는 점이 많다.

한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

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으로서222), 미국

행정법상 규칙 내지 규칙제정에 상응한다. 법규명령을 ‘행정권이 정립하

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으로, 행정규칙을 ‘행정조직 내부관계에서 행정의 조직 내

지 사무처리 기준으로 제정되는 일반·추상적 규범’으로 보게 되면223), 법

규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으로서 권리의무관계를 변동시키는

행정기관 외부에 효력이 있는 입법적 규칙과,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제

정하는 규칙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행정기관 내부적

인 규범인 비입법적 규칙과 유사하다.

제정절차적으로도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은 고지 및 의견제출절

차에 의한 비정형적 규칙제정절차를 거쳐 제정되는데, 이는 법규명령이

입법예고, 공고,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유사하다. 행정절차

법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개정

222) 김동희,『행정법 I』, 박영사, 2015, 137면.

223) 김동희, 앞의 책(각주 222), 138면,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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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폐지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

고(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

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

상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 제

43조). 이 때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

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44조), 행정청은 입법안

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5조). 통설은 이는

법규명령에 관한 제정절차라고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의 형식

으로 일컬어지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경우 일정한 법정 절차를 거

쳐 제정된다.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224))와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 제3호225))를 거쳐 제정되고, 총리령·부령은

법제처의 심사(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를 거쳐 제정된다.226) 반면, 행

정규칙은 그 제정에 있어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고, 공포를 그 요

건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227), 이는 비입법적 규칙이 고지 및 의견

제출 절차에서 면제되고 제정에 있어 특정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224) 정부조직법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225)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226) 김동희, 앞의 책(각주 222), 148면.

227) 김동희, 앞의 책(각주 222),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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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 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이 미국 행정법에서

의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행정법상 규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

다. 의견서(opinion letter)나 질의응답서(questions and answers), 지침

(guidelines)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어떠한 형식인지 여부에 따

라 그 규칙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반면 한국 행정입법의

경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법형식인지 여부에 따라 헌법상 규정되어 있

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228)의 형식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보고

그 외의 형식, 예를 들어 훈령, 예규, 일일명령, 지침 등의 형식은 행정규

칙의 형식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때문에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 한국 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

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개념, 절차, 효력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기준

I. 행정입법의 제정형식과 실질의 관계

미국의 행정입법은 제정형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연방행정절

차법에서 이를 규칙이라고 부르면서 규칙제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다. 연방행정절차법은 해석규칙과 정책선언규칙 등의 경우 고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절차적 요건의 면제를 규정하고

2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등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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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제정형식에 따라 규칙을 나누고 있지 않고 실제에서도 규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보다 그 효력과 절차가 문제된다. 이러한 미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행정입법의 제정형식과 그 실질은 반드시 본질적으

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닌 점을 알 수 있다.229)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행정입법의 형식 중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형식을 정하고 있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식의 행정입법과 그 외의 행정입법의 실질과 효력을 달리 보아야 할지

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정형식의

행정입법을 법규명령형식으로, 그 외의 제정형식의 행정입법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보고,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입법례에서 우리의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행정

입법의 형식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서 일정한

형식의 행정입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실질

과 형식이 일치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

으로 보는 관점에 관하여는 그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구별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행정기관과 국민,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내지 상위법령의 수권여부에 따른 실질

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헌법이 특정하고 있는 법형식인지 여부에 따른

형식을 기준으로 할지는 그 개념을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견해가 나뉠

229) 비교법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의 법질서에서 법규명령의 형

식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박정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행정법학』제5호, 한국행정법학회,

2013, 48면에서 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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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실질을 기준으로 구별하

는 입장이든 형식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입장이든 실질 내지 효력과 형식

의 구별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230)231) 즉, 실질을 기준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특정하는 법형식의 행정입

법에 ‘법규명령형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고, 형식을 기준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내에서 실질에 따라 효력을 부여하면 되고 이에 대하여 대외적 구속력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 내지 행정규칙의 실질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

다고 본다.

II.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논의에 대한 시사점

한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에서 제정형식과 실질을 연결하여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제정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

는다고 하는 영역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제재

230) 학문상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할 때 그 구별의 기

준은 형식적 요소의 차이에서 찾아야 하지만, 법규명령와 행정규칙이 외부

적 효력을 가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 법규명령이고

무엇이 행정규칙인가 하는 문제와는 분리하여 고찰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김유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고시계』43(11), 1998, 23-24

면 참조.

231) 한편, ‘법규’ 개념은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상

규정상 ‘법규’ 개념이 필요한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법규’나

‘법규명령’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규’나 ‘법규명령’의 개념

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반대개념인 ‘행정규칙’의 개념도 필요 없다고 보아,

법규명령의 형식 및 실질과 같은 도그마틱적 지표를 포기하고 그 대신 실

질적인 쟁점별로 기준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로 박정훈, 앞

의 논문(각주 229), 53-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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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져 왔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는 상위법령이 행정기관에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이 고시·훈령의 형식

으로 상위법령을 구체화한 경우에 관한 논의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은 단서에서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

한 경우 고시 등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가 문제되어 왔다.

대법원은 법령의 규정이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당해 법

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

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232) 학설은 헌법이 대통령,

총리령, 부령의 형식을 인정한 것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고시 등으로 법

232)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

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

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

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

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

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

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

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

두3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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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기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

다는 법규명령설,233) 행정입법은 국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러

한 예외적인 입법형식은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고시나 훈령 등으

로 국민생활을 고권적·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

로, 이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규칙설,234) 상위법령의

수권 여부를 검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법령의 위임 없

이 고시·훈령의 형식으로 발령되었다면 이는 행정규칙이지만, 법령의 위

임에 의해 고시·훈령의 형식으로 발령되었다면 이는 법규명령이라는 수

권여부설,235) 헌법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이므로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

헌무효설236)이 있다.

미국 판례의 주류적 태도인 법적 효과 기준설에 의하면 입법적 규칙

과 해석 규칙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규칙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인

지이다. 규칙이 행동의 기준을 부여하거나 새로운 규제 구조를 만들어내

거나 불완전한 법규를 완성하여 법규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면 이는 새로

233) 김동희, 앞의 책(각주 222), 169면; 김철용,『행정법 I』, 박영사, 2009, 177

면.

234) 김남진/김연태,『행정법 I』, 법문사, 2010, 175면; 석종현/송동수,『일방행

정법(상)』, 삼영사, 2011, 183-184면.

235) 홍정선,『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6, 263면(이 견해는 수익적 사항의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질 수 있

다고 본다).

236) 석종현/송동수, 앞의 책(각주 234), 183-184면; 고영훈, “법규명령형식의 행

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법학연구 제

5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4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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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입법적 규칙으로 본다. 또한 규칙이 있건 없

건 행정기관이 법률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법률이 행정

기관에게 구체적인 의무나 구체적인 수혜 자격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여

그 규칙 없이 혜택이 주어지거나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이는 입법적 규칙으로 본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보면 법령보충적 행

정규칙은 법률이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

로 정한 것으로 법령의 공백을 보충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므

로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같은 논

리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다고 하고 있다.

미국 행정법상 규칙은 제정형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논거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그리

고 이러한 점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은 반드시 헌법이 규정한

제정형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고 행정입법의 효력은 실질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논거가 된다.

III.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논의에 대한

시사점

제재적 처분기준과 같은 사무처리기준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형식

으로 규정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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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이다.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이 문제된 사안에서 처분 기준이 부령

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

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237) 대

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종래에는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와 달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

당한다고 보았으나,238) 최근 이는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그 수액이 정액

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보았다.239) 학설은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

237)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

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

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

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

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

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

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0 3. 27. 선고 97누20236 판

결).

238)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

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

고 97누15418 판결).

239)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

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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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고유한 사항은 없다는 점,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준다는 점, 법규

명령은 행정규칙과 국무회의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용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게 되

면 그것은 법규가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는 법규명령

설,240)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도 항상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

는 규범만을 정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성질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보는 행정규칙설241), 행정내부적인 사항일지라도 법령의 위임을 받아 대

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제정되었다면 법규명령이고,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면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수권여부설242)이 있다.

미국의 경우 재량의 행사 기준을 정하는 규칙은 그것이 비입법적 규

칙 중 정책선언규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입법적 규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입법적 규칙과 정책선언규칙의 구별에 관하여 미국 판

례의 주류적 태도인 법적 효과 기준설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그

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

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

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

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

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240)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각주 234), 169-171면; 박균성,『행정법강의』, 박영

사, 2014, 170면; 고영훈, 앞의 논문(각주 236), 470-471면; 황도수, “법규명

령으로서의 부령”,『행정법연구』제1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606면.

법규명령설을 취하면서도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된 법규명령은 위헌무효

이지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제정한 경우 이

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석종현/송동수, 앞의 책(각주

234), 178면.

241) 김철용, 앞의 책(각주 233), 175면.

242) 홍정선, 앞의 책(각주 235), 268면; 조성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행정법연구』제3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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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지 확정적으로 제한하는

지이다. 즉 의사결정자에게 판단의 여지를 남겨주는 규칙은 정책선언규

칙이고, 재량의 여지를 없애고 재량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서술

하고 있다면 이는 입법적 규칙이다.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령·시

행규칙의 경우 재량의 행사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

기관에 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재적

처분기준은 정책선언규칙에 상응하는 면이 있다.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 처분기준에 대해 판단하면서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재량이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기준을 확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법적 효과 기준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정형식과 실질은 반드시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니고, 그렇다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적 구별을 형식적

기준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 효력은 별개로 볼 수 있으므로, 제

재적 처분기준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

도 위와 같이 그 실질에 따라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IV. 실질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제공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미국 판례와 학설은 법적 효과 기준설이나 실질적 영향력 기준

설에 입각하여 그 구체적 기준들을 정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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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과 기준설에서는 법률이나 입법적 규칙을 해석하는 규칙이 기

존에 존재하는 법을 단순히 해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창설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입법적 규칙으로 본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규칙이 행동의 기준을 부여하는지, 새로운 규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지, 불완전한 법규를 완성하여 법규 공백을 메우는지 여부 등이 고려된

다. 또한 그 규칙 없이 혜택이 주어지거나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규보다 해당 규칙이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는 경우,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의 위반에 관한 규칙인

경우, 규칙을 준수할 것을 명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법적 규

칙으로 보게 된다. 반면, 법규 규정이 상세해서 행정기관에 이행의 여지

를 적게 주는 경우에 법규를 설명하는 규칙이나 법규의 내용에 대해 단

순히 환기를 하는 규칙은 해석규칙일 가능성이 높다. 규칙이 있건 없건

행정기관이 법률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는 해석규칙으로

보게 된다.

정책선언규칙과 관련하여서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잠정적으로 제한

되는지 아니면 확정적으로 제한되는지를 중시하여 의사결정자에게 판단

의 여지를 남겨주는 규칙의 경우 정책선언규칙으로 보지만 재량의 여지

를 없애고 재량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면 이는 입

법적 규칙으로 보게 된다. 이후의 절차에서 반대 의견을 취할 수 있다면

정책선언규칙이지만 그 규칙에 의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자들이 구속되

는 것처럼 보이면 이는 입법적 규칙이다.

실질적 영향력 기준설에서는 일반 국민이 규칙제정절차에 참여할 필

요가 있는지를 중시한다. 규칙이 기반하는 사실 요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그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일반 국민에 대

해 어떠한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경우 일반 국민의 참여 필요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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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그러한 규칙은 입법적 규칙으로 본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들은 실질에 의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

별하는 견해나 판례의 구체적 구별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례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

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법령보충규칙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는 등 미국 행정법상 법적 효과 기준설의 구체적

기준에 부합하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 그 구체

적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향후 실질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에 위와 같은 기준이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제 3 절 사법심사 강도

I.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입법 자체에 대한 사법심사와 행정

입법에 근거하여 처분이 발해진 경우 처분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행정입법 자체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하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행정입법이 포함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부 견해243)가 있

기는 하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입법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의 견해이다. 통설에 따르면 현행

243) 박정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행정법연구』제11호, 행정법이론실

무학회,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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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행정입법 자체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

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행정입법의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244)

다만, 행정입법이 처분적 행정입법인 경우, 즉 그 자체로서 구체적,

개별적 사안을 규율하여 형식은 규범이지만 실질은 처분으로 인정되는

행정입법의 경우, 처분법규 자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

에 현행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다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

고 직접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

기집행적 행정입법의 경우도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여 직접 행정소

송의 대상이 된다.245) 판례는 다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행정입법의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246)

행정입법에 근거하여 처분이 발해진 경우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

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244)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245) 이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행정법연구』제2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24면.

246)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

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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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규범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특정 행정입법의 위헌·위

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II. 처분의 근거로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처분적 행정입법을 제외하

고는 현행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입법 자체에 대한 심사 기준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런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는 추상적 규범통제 외에도 행정입

법에 근거하여 처분이 발해진 경우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과정에

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선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입법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먼저 행정입법 자체에 대한 합헌성 내지 적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다. 구체적 규범통제의 문제인데, 이 때 행정입법이 위헌이라거나 위법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근거한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 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있는 행정입법의 경우 행정입법의 합헌성 내지 적법성에 대

한 심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247)

법적 구속력 있는 행정입법이 합헌적이고 적법한 경우와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입법의 경우, 행정청이 행정입법을 준수하여 처분을 하였을 때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해 행정입법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248)

247)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참조.

248) 행정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행정입법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구속력

이 인정되는 행정입법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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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행정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처분기준으로 하여 한 처분의 적법

성에 대한 판단에서 그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

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

고 볼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아

니하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249)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과정

에서 처분기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행정청에게 재량이 허용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지만 이는 객관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때에

도 기준의 객관적 합리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250)

그런데 이와 같이 처분을 매개로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그 심사 기준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입법의 경우 이를 위반하였

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입법을 준수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행정입법이든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입법이든 행정기관은 내부적으로 이를 준수

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참조).

249)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250) 정하명, 앞의 논문(각주 56), 436-437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

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

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3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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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례는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입법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에서 그 행정입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하는 입장이다.251)

미국 연방대법원은 입법적 규칙에 대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허용가능

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강한 존중 기준인 쉐브론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비입법적 규칙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합

리적인 논거와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논증에 의해 규칙을 설정한 경

우 이를 존중하는 약한 존중 기준인 스키드모어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쉐브론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태도도 강한

존중이든 약한 존중이든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이

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적 문제가 나타나는 정도, 행정기관의 전

문성, 법률의 집행에 있어 그 문제가 갖는 중요성, 행정의 복잡성, 행정

기관이 그 문제에 대해 고찰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입법적 규칙에도

강한 존중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경

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입법

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행정입법

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하게 적용되겠지만 당해 행정입법의 특성에 따라

2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

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

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

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

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

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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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요인들을 검토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존중이 부여될 수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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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미국 행정법상 규칙제정은 우리의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그

개념과 규칙제정 절차는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 연

방행정절차법은 규칙제정절차와 관련하여 정형적 규칙제정 절차와 비정

형적 규칙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날 미국 행정법상 규칙은

대부분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요하는 비정형적 규칙제정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면제되는 규

칙으로 해석규칙과 정책선언규칙, 절차적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요구되는 규칙은 입법적 규칙으로, 고지 및 의견제

출 절차가 면제되는 해석규칙과 정책선언규칙은 비입법적 규칙으로 불리

운다.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은 국민에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아

니면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지의 차이가 있고 요구되는 절

차가 다르지만 그 기능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고 비입법적 규칙도 실

무상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구별이 쉽지 않다.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 기준은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칙의 경우에 특히 논의되

어 왔다. 입법적 규칙인지 비입법적 규칙인지에 따라 그 유무효가 달라

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초기에는 법률의 위임 여부나 행정기관의 의도에 따라 입

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을 구별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이는 독립적

인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을 실질적

영향력 기준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는 실질적 영향이라는 기준이 모호하

여 예견가능성이 떨어지고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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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는다. 최근 나타난 절차설은 그 기준이 명확하여 국민, 행정기

관, 법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혼란과 비용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지

만 판례에 의해 채택되지는 않고 있다. 판례는 꾸준히 법적 효과 기준설

에 입각하여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을 구별하고 있다. 법적 효과

기준설에 의하면, 규칙이 새로운 법을 창설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법을

해석하는지 여부,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된다.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이 사법심사 과정에 들어와 사법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용되는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

해가 대립된다. 미드 판결을 내세워 입법적 규칙의 경우 법률에서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허용가능한 합리적인

해석이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쉐브론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비입법적 규칙의 경우 입법적 규칙과 같은 강한 정도의 존중을 부여하기

는 어렵고 약한 존중인 스키드모어 기준이 적용된다는 견해와,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는 견해가 있다.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은 우리의 법규명령과 행

정규칙에 관한 논의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우리와는 달리 제정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에도 행정입법의 제정형식

과 실질의 구별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령·시

행규칙에 관한 논의를 보았는데, 미국 판례의 주류적 태도인 법적 효과

기준설에 입각하더라도 한국 판례의 태도와 같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부여하게 되고,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재량의 행사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으로서 확정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판례와 학설에서 입법적 규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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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입법적 규칙의 구별에 관해 정립한 구체적 기준이나 미국 판례의 입법

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이 향후 우리나라의 행정

입법 구별 기준이나 사법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미국은 우리와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행정법상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에 관한 논의를 우리 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규

칙에 관한 논의로 바로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러나 다른 법제에

서도 유사한 점들이 발견되고 양자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입법이라

는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행정법상 입법

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의 구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을 정

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미국법상 논의를 통해 살펴본

구별에 관한 구체적 기준들과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관한 실질설과 판례 이론을 구체화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을 정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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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stinguishing 

Legislative Rules and Nonlegislative 

Rules

Shin, Yuri

School of Law, Administrative Law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provides 

two different rulemaking procedures: formal rulemaking and informal 

rulemaking. Formal rulemaking is rarely used today. On the other hand, 

informal rulemaking, which requires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is 

commonly used. The APA describes certain rules that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s of notice and comment rulemaking. Among them, 

there are interpretive rules and general statements of policy. These 

rules are often called nonlegislative rules.

   Legislative rules are designed to have binding legal effect and are 

required by the APA to undergo th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In 

contrast, nonlegislative rules are not intended to have binding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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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and are exempted from th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Because rules can have different effect and requirements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legislative or nonlegislative,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types, but it is not easy to do so.

   Several approaches exist to distinguish between legislative rules and 

nonlegislative rules. One approach is called the “legal effect test” 

that focuses on whether a rule creates or alter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ublic. Under this approach, rules that make new law are 

legislative rules, while rules that merely interpret existing law are 

nonlegislative rules. Moreover, rules that preclude the exercise of 

discretion are legislative rules. Another approach is called the 

“substantial impact test” that considers a rule’s practical effect. 

This approach weighs the public’s need to participate. Some scholars 

argue for a different approach, where courts should ask whether a rule 

has undergone th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These scholars 

argue that if it has undergone the notice and comment, it is legally 

binding, and if it has not, it is not legally binding. Most courts have 

adopted the “legal effect test”. 

   Regarding judicial review, Chevron deference and Skidmore 

deference have been applied when courts review rules. Chevron 

deferenced is called strong deference whild skidmore deference is 

called weak deference. Some scholars argue that after United States v. 

Mead Corp., nonlegislative rules would not receive Chevron deference. 

They argue that legislative rules would receive Chevron derer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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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egislative rules would receive Skidmore deference. Other Scholars 

argue that legislative rules and nonlegislative rules do not receive 

different deference. 

   At the conclusion, this article compared the U.S. legislative and 

nonlegislative rules with the Korean admininstrative legislation. It 

discussed the implication for the distinction of the Korean 

admininstrative legislation and how the study of distinction between 

legislative and nonlegislative rules could help to improve Korean 

administrative law.

keywords : legislative rules, nonlegislative rules, interpretative rules, 

general statement of policy, distinction, judicial d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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